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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2000년대 이후 20·30대의 젊은 여성은 창조적이며 자유로운 개성미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며, 최근 취업을 시작하여 새로운 사회구성원이자 증

가된 구매력을 바탕으로 소비의 주체가 되고 있다. 현대 사회의 많은 기업

들은 구성원의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하여 출근 복장에 대한 규제를 유연하

게 하였지만, 기존 직장 인력에 의해 경직된 패션 문화가 여전히 강하게 작

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20·30대 직장 여성의 패션 문화를 직장 내 복식규범과의 관계

를 통해 고찰하였다. 패션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고 

경제력을 갖춰 중요한 소비주체로 부상한 20·30대 직장 여성의 특성을 연구

하고, 일상에서 갖는 패션과 규범과의 갈등을 이해하고 조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변화하는 직장의 패션 문화와 젊

은 직장 여성의 특성에 주목하여 직장 내 복식규범과 패션스타일 표현의 의

미 있는 관계를 고찰하고 밝힐 수 있었다.

국내의 직장 환경과 패션 문화 특히, 20·30대 직장 여성의 라이프스타일

의 특성과 소비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동시에 질

적 연구 방법인 심층 면접법을 실시하였다. 심층 면접을 통해서는 직장 내 

복식규범과 개성추구 행동, 패션 준거집단과 소비성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학교, 국가기관, 공기업, 대기업 3곳에 근무하고 직장 내 복식규범과 갈등을 

겪고 있으며, 3년 이내의 경력을 가진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인 직장 여

성 12명을 면접 대상자로 선정하여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본 논문의 종합적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직장은 여성의 경제활동의 증가와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이행

으로 직장 내에 다양한 성향의 구성원들을 증가시켜 여러 하위문화들을 형

성하고 있었으며, 직원들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비즈니스 캐주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30대 직장 여성은 경제력과 외모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활발한 패션 소비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패션에 있어 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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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자기표현을 중시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둘째, 직장 내에는 법령, 사규, 공문에 의한 명문화된 복식규범과 구성원

의 제재의 경험에 의해 확인된 암시된 복식규범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 

직장 내 복식규범은 노출에 대한 규범, 시선을 끄는 옷차림에 대한 규범, 

캐주얼한 옷차림에 대한 규범으로 분류되었다. 

셋째, 복식규범을 압박하는 요인은 크게 타인으로부터의 압박과 스스로의 

검열에 의한 자발적 압박 등의 두 가지로 분류되어 나타났으며, 압박이 가

해지는 정도에 따라 직장 여성들의 패션에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다. 

특히, 타인으로부터의 압박은 직장 내 부서별 특성과 구성원 특성의 두 가

지 종류의 압박이 관찰되었다.

넷째, 직장 여성은 복식규범 속에서 개성을 추구하기 위한 다양한 갈등해

소 행동을 하고 있었다. 행동의 유형은 개의치 않음, 충돌 상황의 회피, 규

범과 개성의 절충, 두 개의 옷장과 이중생활, 합리화를 통한 순응으로 분류

되었다. 개성을 추구하는 행동의 유형은 각각의 면접 대상자들 안에서 다양

하게 나타났으며, 직장 내 패션스타일과 선호 스타일과의 차이를 통해 갈등

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다섯째, 복식규범과 개성을 추구하는 행동은 패션 소비성향 · 준거집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직장 여성은 목적의식을 가진 패션 소비행동을 하지

만 연차가 쌓이면서 목적의식이 약화되고 동시에 패션에 대한 지출도 감소

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구매 장소는 백화점, 인터넷 쇼핑몰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영 캐주얼군과 SPA의 브랜드를 선호하였다. 직장 여성의 패션 

준거집단은 드라마 속 직장 여성의 캐릭터와 직장 내 구성원, 그리고 미래

를 위한 직장 내 롤 모델이 나타났다. 직장 여성들이 패션 정보를 얻는 통

로는 직장 동료, 인터넷, 뷰티 프로그램 등이 있었으며, 패션 정보를 공유하

는 대상은 주로 직장 밖의 친구나 가족으로 나타났다.

20·30대의 직장 여성들은 패션을 표현하는데 있어 개성추구에 대한 욕구

가 크지만 개인은 소속된 사회 · 문화적인 맥락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직

장 내 복식규범의 영향을 무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또한 직장 

패션은 복식규범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성향, 직장 환경의 차이에 의해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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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다양한 맥락과 연결되어 있었다. 직장 여성들은 소속된 직장과 부서, 

그리고 개인의 성향이 복식규범을 압박하는 정도에 따라 복식규범과 개성추

구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거나 일으키지 않고 있었다.

직장 내 복식규범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패션스타일을 관리하고 규제하

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20·30대 직장 여성들은 직장 내 복식규범의 

암시와 경계를 축적된 경험에 의해 인지하고, 기존의 복식규범을 그대로 받

아들이기보다 개성추구 행동을 통해 타협하고 저항하며 자신들만의 패션스

타일을 표현하고 있었다. 직장 여성의 개성추구 행동은 직장 내 복식규범의 

영역을 새롭게 구분지어, 20·30대 직장 여성만의 패션 문화를 재생산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개인이 다양한 자아를 가지고 상황에 따라 패션스타일을 표현

하는데 있어 복합적인 행동양상을 하고 있으며, 집단 내의 패션스타일은 다

양한 사회 · 문화적 맥락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

었다. 더불어 표현하기 어려운 암시적인 이해와 미적인 느낌을 포함하는 복

식규범을 식별하고 확인하여 그 의미를 맥락에 따라 해석하였다.

본 연구는 20·30대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복식규범 하에 재생산된 그들의 

패션문화를 실증적으로 문서화하여, 깊이 있게 이해하려했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그리고 직장 여성의 개성추구 행동과 소비문화를 통해, 직장 여성

을 위한 패션스타일을 기획하고 디자인 하는데 도움을 주리라 기대한다. 그

러나 특정 직장의 여성 12명만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기에 연구

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주요어 : 복식규범, 20·30대 직장여성, 직장 패션문화, 규범갈등, 개성추구, 

패션스타일

학  번 : 2011-2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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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2000년대 이후 20·30대 젊은 여성은 소비와 문화의 주체로 떠올랐으며, 

이들의 움직임은 패션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아왔다. 1980년대 이후 문화·소

비 혁명의 선두주자들이었던 10·20대가 성장한 것으로, 20·30대 젊은 여성

은 창조적이며 자유로운 개성미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최근 취업

을 시작하여 새로운 사회 구성원이 되었고, 구매력의 증가로 소비의 주체가 

되고 있다. 

현대 사회의 많은 기업들이 구성원의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하여 출근 복

장에 대한 규제를 유연하게 하였지만, 기존 직장 인력에 의해 경직된 복식 

문화가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2년 11월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781명을 대상으로 ‘사내 복장규제’에 대해 설문조

사를 한 결과, 직장인의 48.8%가 복장에 대한 규제나 제한이 있다고 하였

다. 직장인의 39.8%는 상사에게 옷차림이나 액세서리 등 복장에 대해 지적

당한 적이 있으며, 이와 같은 경험이 있는 이들 중 76.7%는 이러한 복장에 

대한 지적이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가지만 과도한 규제라고 대답하였다.1)

Littlejohn2)은 개개인은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규범적인 의복스타일에 

부가적인 변화(touches)를 자유롭게 가할 수 있으며, 집단 규범과 가치관은 

개인의 그것과 완전하게 일치한 적이 거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직장 여성

은 남성의 수트와 같은 특정한 비즈니스 유니폼이 없으므로 직장 패션에 있

1) 강지연, “직장인 절반 “회사에 복장규제 있다,”” 한국경제, 2012년 11월 12일.  

http://kizmom.hankyung.com/news/apps/news.sub_view?popup=0&nid=03&c

1=03&c2=02&c3=00&nkey=201211160911351 (2013년 5월 11일 검색).
2) Stephen W. Littlejohn, Theories of human communication, (Columbus: 

Charles E.Merrill Publishing Co), Susan B. Kaiser, 복식사회심리학, 김순심, 김

진구 역 (서울: 경춘사, 1995): 27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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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넓은 다양성과 끊임없는 변화를 가진 유동적인 상태에 있다.3) 현대 사회

의 직장 초년생인 20·30대 젊은 여성들은 기성세대와는 다른 경험을 하고 

성장하였기에, 직장의 기존 인력들과는 차별되는 패션 문화를 가지리라 판

단된다. 

직장 여성의 패션에 관한 선행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크게 

의복 소비와 구매행동4), 의복선택5), 직업 특성과 의복행동과의 관계6), 외적

이미지7)에 관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여성 경제활

동의 증가와 더불어 직장 여성의 의복에 대한 시각적인 상징 기능을 중요시

하고 있지만, 몇 가지 문제점과 한계점을 발견할 수 있다. 직장은 개인이 

속한 사회집단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규범적 영향과 관련된 연구

가 부족하며, 한 개인에게 개성과 동조가 양면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3) Nancy J. Rabolt and Mary Frances Drake, “Reference Person Influence on 

Career Women's Dres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3, no.2 

(1985): 11.
4) 이정화, “소비자의 추구혜택에 따른 의복구매행동: 20-30대 여성의 선물 구매

와 자기사용 구매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1997).

이영미, 이옥희, “직장여성의 쇼핑성향과 의복구매특성에 관한 연구: 전라남도 

여교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0, no.2 (2002).

최정원, “주5일 근무 직장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석

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2003).
5) 강혜원, 구진아, “사무직 여성의 직장의복 선택기준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논집 

3 (1989): 23-33.

박길순, “직장 여성의 의복선택 동기와 대인관계 성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국제문화대학교, 2007).
6) 김원옥, “직업여성의 의복행동과 직업만족에 관한 분석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1984).

유명의, 윤영아, “직업인의 사회적 가치관과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근무시 유니

폼을 착용하는 여성 직업인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2, no.2 (1994): 

355-369.
7) 조기년, 최정숙, “직장 여성의 Self Image Making 인식정도에 관한 연구,” 한국

패션뷰티학회지 2 no.3 (2004): 83-95.

유희, “직장인의 프로페셔널 이미지와 전략적 외모관리” (박사학위논문, 가톨릭

대학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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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여성을 유형화하고 양적인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직

장 여성의 패션을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연구가 부족하다. 

Sklar, DeLong8)은 펑크 커뮤니티에 속한 직장인들을 인터뷰하여, 직장 

내 복장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인터뷰 대상자들이 유연성을 가지고 펑크 정

체성을 표현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직장 내 의복과 펑크 스타일의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을 발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직장 내 복식규범과 문화적 그리고 개인적 갈

등을 경험하는 20·30대 직장 여성을 대상으로, 복식규범과 추구 스타일 사

이에서 타협이나 저항의 행동을 맥락적으로 고찰하고 분석하여 20·30대 직

장 여성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패션 문화 형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현

대 사회의 주요 소비 주체인 20·30대 직장 여성의 패션 문화에 대한 이해

는 직장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패션상품 기획이나 디자인 개발에 유용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 내 패션 문화의 변화를 사적으로 고찰하고 20·30대 직장 여

성의 라이프스타일 특성을 고찰한다. 

둘째, 현대 직장 내 복식규범의 양상을 밝힌다.  

셋째, 20·30대 여성의 직장 내 복식규범과의 갈등을 고찰하여 개성 추구

의 양상에 따른 패션 문화의 특수성을 밝힌다.

8) Monica Sklar and Marilyn DeLong, “Punk Dress in the Workplace: 

Aesthetic Expression and Accommodation,”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30, no.4 (2012): 297.



- 4 -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문헌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병

행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국내 직장 내 패션 문화와 직장 여성의 라이프스타일의 

특성을 살폈다. 1980년대 이후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직장 여성들이 

처한 직장 환경의 변화 즉, 직장 내 패션 문화의 변화와 특성을 고찰했다. 

시대를 1980년대로 한정한 이유는 현재 40·50대 관리자들이 직장 생활을 

시작한 시기이므로 젊은 직장 여성들과의 환경적 차이를 살펴보기 위함이었

다. 이 중 직장 내 패션 문화의 변화는 ‘조선일보’의 기사를 사적으로 고찰 

· 분석하였으며, ‘조선일보’는 1920년에 창간되어 현재까지 서울에서 발행되

는 조간신문으로 조선일보 아카이브에서 기사와 지문을 검색하였다. 20-30

대 직장 여성의 특성과 패션 소비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국내·외 서적 및 연

구논문, 신문기사, 인터넷 자료 등을 활용하여 문헌연구를 진행했다. 

질적 연구는 사회적 실체와 현상이 어떻게 해석, 이해되고 경험되거나 생

성되는 가에 관심을 두는 연구방법으로 분석과 설명방법에서 복합성, 세부

사항, 그리고 맥락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9) 사람들이 일상에서 경험하

는 패션을 총체적으로 조망하기에 좋은 연구방법이며, 양적 연구가 놓칠 수 

있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그러나 질적 연구에서 만들어진 결과가 일반화되지 않을 수 있으며, 연

구자의 개인적인 편견이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기 쉬우므로10) 이를 보완

하고 심층면접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로 4-5명의 교사로 구성된 2개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

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2013년 5월에 걸쳐 총 2회 이루어졌다. 또한 

신문기사11), 보고서12) 등을 바탕으로 20대 대학생들과 취업 준비생들이 가

9) Jennifer Mason, 질적 연구방법론, 김두섭 역 (파주: 나남, 2005), 20.
10) R. Burke Johnson and Anthony J. Onwuegbuzie, “Mixed Methods 

Research: A Research Paradigm Whose Time has Come,” Educational 

Research 33, no. 7 (2004): 20. 
11) 장진원, “대학생 1000명이 뽑았다! 일하고 싶은 기업,” 한국경제매거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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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분야 설문인원(명)
학교 공립 남녀공학 고등학교, 사립 특수목적 고등학교 18

국가기관 중앙부처, 중앙부처 산하 기관 36
공기업 에너지 분야 14

대기업 A IT 분야 17
대기업 B 식품 분야 23
대기업 C 뷰티 분야 20

총 계 128

<표 1> 직장별 설문참여인원

장 선호하는 직장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교, 국가기관, 공기

업, 대기업 3곳 등 6개의 직장이 선정되었다. 복식규범에 차이가 있을 것이

라 기대되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대기업으로 IT, 식품, 뷰티 분야를 선

택하였다. 설문조사는 추후 심층면접 대상자를 탐색하기 위해 각 직장에서 

20대 중반 이상 30대 중반 이하의 여직원들에게 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통

한 온라인과 직접방문 등의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관련문헌 및 선행연구 자료를 근거로 하여 크게 4부분으로 구

성되었다. 패션에 대한 관심도, 직장 내 복식규범, 패션소비, 인구 통계적 

특성 등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한 기간은 

2013년 9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총 134부가 회수되었고, 그중에서 

응답이 누락된 7부를 제외한 128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각 직장별 설문

참여 인원은 <표 1>과 같다

년 5월 16일. http://magazine.hankyung.com/jobnjoy/apps/news?popup=0&ni

   d=05&c1=5001&nkey=2013051400037109605&mode=sub_view (2013년 6월 

28일 검색).

   지영호, “구직자 선호기업, ‘삼성’ 다음은?” Money Week, 2012년 10월 29일. 

http://moneyweek.co.kr/news/mwView.php?no=2012101500098068479 (2013

년 6월 28일 검색).
12) 한국고용정보원, 대학생직업선호실태조사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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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면접은 질적 연구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조사방법으로 심층적

(in-depth)이고, 반구조화된 (Semi-structured), 또는 느슨하게 구조화된 

(loosely structured) 형태의 면접을 지칭하는 용어이다.13) 심층 면접을 통해 

얻어진 자료는 개인의 생생한 경험을 보여주고, 개인의 경험을 맥락 안에 

놓아 그 경험으로부터 만들어진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연구자는 예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면접 대상자를 편의표본추출법

(convenience sampling)과 눈덩이 표집 방법(snowball sampling)을 사용하

여 선정하였다. 또한 의복을 중요하게 여기고 직장 내에 기대되는 의복 스

타일이 존재한다고 느끼며 직장 경력이 짧은 직장 여성일수록 규범적, 정보

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Rabolt와 Drake14)의 연구 결과를 선정 기준을 

설정하는데 참고하였다. 선정기준은 첫째, 패션에 대한 관심이 높고, 둘째, 

직장 내 패션 관련 규범에 의해 갈등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셋째, 

현재의 직장에서 근무한지 3년 이내인 젊은 직장 여성으로 하였다. 최종적

으로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12명의 직장 여성들이 면접 참여자가 되었으

며, 20대 중반 이상 30대 초반 이하의 여성으로, 수도권에 근무하며, 대졸

의 학력을 가진 미혼으로 구성되었다. 선정된 직장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기에 면접 참여자들 모두 대졸 학력

이었으며, 면접 참여자의 나이를 20대 중반 이상 30대 초반 이하로 제한하

였으므로 결과적으로 면접 참여자 모두 미혼으로 구성되었다. 선정된 면접 

참여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13) Jennifer Mason, 앞의 책, 70-71.
14) Nancy J. Rabolt and Mary Frances Drake, 앞의 논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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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연령

(세)
학력

결혼

여부
직장

부서

/직책
근무기간 수입

1 김수경 28 대졸 미혼 학교
과학

/교사

2년 이상 

–3년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 조유진 27 대졸 미혼 학교
미술

/교사
1년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 김연아 32 대졸 미혼
국가

기관

행정

서기보

1년 이상

-2년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4 장수연 28 대졸 미혼
국가

기관

행정

서기보

2년 이상

-3년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 강연주 25 대졸 미혼 공기업
사업지원

/사원

1년 이상

-2년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6 나정연 28 대졸 미혼 공기업
인력자원

/사원

1년 이상

-2년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7 진지희 27 대졸 미혼
대기업

A

운영팀

/사원
1년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8 이현지 28 대졸 미혼
대기업

A

운영팀

/사원
1년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9 김민지 26 대졸 미혼
대기업

B

사업운영

/사원
1년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0 이다혜 28 대졸 미혼
대기업

B

재무팀

/사원

1년 이상

-2년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1 김정윤 27 대졸 미혼
대기업

C

마케팅

/사원

1년 이상

-2년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2 정소원 26 대졸 미혼
대기업

C

인사팀

/사원

1년 이상

-2년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표 2> 면접 참여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모든 응답자들의 이름은 가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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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은 2013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진행되었고, 대상자의 직장이나 

직장 근처 커피숍 또는 식당에서 이루어졌다. 1대 1로 진행되거나 2명을 동

시에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면접시간은 최소 1시간에서 최대 2시간 30분 동

안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면접 전에 선행연구와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연구

문제와 일관된 범주를 가진 반구조적 질문지를 준비하였으나, 인터뷰의 진

행 상황과 참여 인원에 따라 질문의 내용과 심도 등을 유연하게 조절하였

다. 자세한 면접 내용은 <표 3>과 같다. 모든 면접의 내용은 면접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을 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면접 후 필요에 따라 추가면접

을 실행하거나 이메일과 카카오톡을 통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패션스타일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 면접 대상자의 착장 사진을 

참고 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자료의 수집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주된 분석방법으로는 

자료 전체에 일관된 지표체계를 부여하는 횡단적 지표화 (cross-sectional 

indexing) 방식을 사용하였다. 연구자는 면접 내용을 직접 필사한 후, 진술

된 자료에 ‘복식규범’, ‘선호 스타일’, ‘정보원’ 등의 지표를 부여하여 구분한 

후, 분리된 텍스트가 놓인 맥락과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주제별로 구체화하

고 범주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료들을 반복적으로 검토하고 재구조

화하면서 지표들의 연결고리를 정교화하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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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조사영역 세부질문

개인적 · 

사회적 특성

개인적 특성

- 나이

- 직업 · 직급

- 패션 관심도 · 외모 중요성

사회적 특성

- 거주지

- 월 평균 소득

- 월 평균 지출 내역

직장 내 

복식규범

복식규범

- 명문화된 복식규범

- 금기시 되는 옷차림

- 옷차림과 관련된 마찰

- 옷차림과 관련된 대화

압박 요인

- 제약을 주는 사람

- 제약을 받는 직원

- 그 외 제약을 주는 요인

패션스타일

표현

직장 내 

패션스타일

- 적절한 복장

- 적절한 길이, 색상, 아이템

- 주변 직원들의 복장

- 직장 의복 선택 동기

추구 

패션스타일

- 선호 패션스타일 및 디자인

- 선호하는 브랜드, 아이템, 색상

개성추구행동
- 직장 내 패션 코디방법

- 직장 내 개성 표출 아이템

패션소비성향 패션소비성향

- 의복 구매 동기 및 정보원

- 의복 구매 장소

- 의복 구매 소요시간 및 동행자

- 의복 구매 시 결정 요인

- 월 평균 의복 지출 비용

- 의복 소유실태

패션준거집단 패션준거집단

- 선호하는 스타일의 연예인

- 직장 내 선호하는 스타일의 직원

- 롤모델

- 선호하는 정보원

<표 3> 면접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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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1990 2000 2012

계 13,683 (100) 18,085 (100) 21,156 (100) 24,681 (100)

농림어업 4,654 (34.01) 3,237 (17.90) 2,243 (11.34) 1,528 (6.19)

광

공

업

광업 124 (0.91) 79 (0.44) 17 (0.09) 15 (0.06)

제조업 2,955 (21.60) 4,911 (27.16) 4,294 (19.85) 4,105 (16.63)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건설업/도소매, 

음식숙박업/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전기, 운수, 

창고, 금융 등)

5,951 (43.49) 9,858 (54.51)
14,602

(68.72)

19,033

(77.12)

<표 4> 대분류 산업별 취업자 (단위: 천명, %)

제 2 장 국내 직장 내 패션 문화

제 1 절 직장 환경 및 패션 문화의 변화

1. 직장 환경의 변화

   

한국 사회는 80년대 후반까지 국가 정책에 의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

었다. 이러한 성장 과정에서 생겨난 지속적인 노동수요는 상당히 높은 수준

의 취업증가율을 보여 왔다. 1980년대 이후로의 산업별 취업분포를 살펴보

면 취업자의 수가 1980년 13,683천명에서 2012년 24,681천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또한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급속하게 성장하여, 산업구조의 

중심이 점차 제조업 기반의 2차 산업에서 서비스 부문과 정보 부분의 3차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고용구조에도 영향을 

미쳐 1990년대까지 꾸준히 증가해온 제조업 부분의 취업자비율을 급격히 

감소시켰다.<표 4>

자료: 통계청, 대분류 산업별 취업자,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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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의 성장은 여성의 고용형태에 변화를 가져와 여성 노동력의 다

양한 형태의 증가를 가져왔고, 서비스직, 판매직과 같은 몇몇 직종에서 여

성노동력이 주류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특징을 보여준다.15) 1980년대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2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율은 49.9%에 이르렀다.16) 

통계청의 대분류 산업별 분포에 따른 여성취업인구에 의하면, 여성취업인

구의 대부분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는 ‘노동력의 여성화’라는 세계 노동시장의 일반적인 경향과 함께 하는 

것으로 세계화와 노동력의 유연화를 통해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

도 적용된다.17) 

90년대 WTO의 출범과 OECD의 가입으로 한국 경제에 가해진 세계화

와 개방화의 요구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

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게 하였다. 특히 90년대 중반 기업들이 경쟁력 재

고라는 명목아래 기업의 창의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각

종 규제를 적극 완화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인력개발 및 활용정

책을 포함하는 신인력 정책실시는 90년대 중반 이후의 노동시장의 구조와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다주었다.18) 

1997년 경제위기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과 임시직과 일용직의 증가를 

초래하여 직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초래하였다. 먼저 평생직장의 개

념이 소멸되고 평생고용의 시대로 변화되어 애사심과 동료애보다는 좀 더 

나은 조건과 보수의 직장으로 옮기기 위한 자기계발에 힘쓰게 되었다. 또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현대의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다양

한 근무형태가 도입되어 재택근무와 탄력시간 근무가 활성화 되었다. 마지

막으로 실적주의의 강화로 오직 능력만으로 공정하게 평가하게 되어 과거의 

15) 오화영, 이해진, “한국의 산업화와 여성고용구조의 변화: 1960-2000년대,” 동

덕여성연구 8 (2003): 19-20.
16) 통계청, 경제활동참가율 (1980~2012).
17) 강이수, 한국 근현대 여성노동: 변화와 정체성 (서울: 문화과학사, 2011): 

310-311. 
18) 오화영, 이해진, 앞의 논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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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적 구조가 수평적이면서 업무위주의 구조로 조정되었다.19) 이러한 현상

들은 권위주의를 거부하고 직장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 보다는 자신의 개

인 생활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가장 가치 있게 생

각20)하는 신세대 직장인의 특성과 함께 새로운 조직문화를 형성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 지식정보화시대로의 급격한 이행으로 지식기반산업, 특

히 정보통신관련 산업이 발달하였다.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은 실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임금 및 노동비용을 상승시키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적

인 기회를 갖게 되었고 이를 통한 레저산업의 발전과 확장에 영향을 미쳤

다.21) 

급격한 직장 환경의 변화는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구성원들을 증가시켰

고, 빠른 사회변화로 생성된 세대 간의 차이도 조직 내에 갈등을 일으켜 조

직문화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다. 기업체 내에서의 세대구분은 직급에 의

해 뚜렷이 이루어지며, 직급이 높아질수록 집단주의적 성향을  사원 · 대리

급에서는 상위직급보다 개인주의 성향을 높게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22) 

2. 직장 내 패션 문화에 대한 사적고찰

198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난 43년간 ‘조선일보’의 

지면에 보도된 기사를 바탕으로, 국내 직장 내 패션문화의 변화를 고찰하였

다. ‘조선일보 아카이브’를 통해 직장 복장, 직장 옷차림, 직장 패션, 비즈니

스 캐주얼, 캐주얼 데이, 공무원 패션, 직장 여성 패션, 여직원 패션, 복장 

규제, 복장 규범 등 직장 내 패션과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하여 총 58개의 

19) 황경숙, “IMF 사태와 한국사회변화,” 시민교육연구 30, no.1 (1999): 

361-362.
20) 예지은, 진현, “신세대 직장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개발연구 12, 

no.2 (2009): 82.
21) 김승택,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고용환경의 변화,” 경기논단 5, no.3 

(2003): 18-19.
22) 구자숙, 김명언, 한준, “기업조직에서의 세대격차: 세대간 상호지각을 중심으

로,”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3. no.1 (2000):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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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유형 기사수 기사

1980

-1984

복장 

규정
3

공무원 여름복장 양복 입지말도록(1980.06.28.7면)

총무처 공무원 복장 자유화 지시 정장보다 집무 편리하게 

(1981.09.10.7면)

공무원 근무 1시간 연장, 여름 복장 착용을 자율화

(1982.03.31.2면)

1985

-1989

유행

스타일
2

복고풍 소매 없는 여성복 선풍 직장선 피해야

(1985.08.16.6면)

운동화차림 직장여성 늘어나 (1986.11.16.6면)

1990

-1994

복장 

규정
3

공무원 간소복 차림 근무 (1992.06.04.2면)

공무원휴가 4일로 제한 하절기 복무지침 (1993.06.28.31

면)

불필요한 격식 줄이자 (1994.11.14.10면)

유행 

스타일
7

여름 남성복 대담해졌다 무늬셔츠-반바지 화려한 색상 연

출 (1993.06.05.9면)

“토요일엔 입고 싶은대로” (1993.05.31.22면)

가을 남자 패션 캐주얼을 즐긴다 (1993.09.11.9면)

남성조끼 겨울문턱 60년대 복고바람 (1993.11.19.17면)

화이트칼라는 이제 낡은 세대. 빨강 파랑 멋쟁이 사원 늘

었다 (1994.04.04.10면)

정장도 내식으로" 신세대 남성 "프리랜서 패션" 유행 

(1994.04.22.35면)

신세대 직장인군 컬러풀 칼라 몰려온다 (1994.05.09.9면)

스타일 

제안
3

30~40대 남성직장인 상황별 멋내기 제안 (1993.08.30.10

면)

사회초년생 맵시 새바람 (1993.01.10.9면)

올 여름 남성복은 노타이 (1994.06.10.35면)

<표 5> 1980~2013년 조선일보 기사 

기사를 수집하였다. ‘직장’, ‘옷차림’ 등의 단어가 기사에 포함되어 있지만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홍보 기사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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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1999

복장

규정
3

공무원 복장 자율화 (1996.03.20.2면)

공무원 “정장파괴” (1996.05.26.31면)

남편을 꾸며주세요 - 프라이데이 웨어 (1997.05.21.39면) 

사회 

경향
1

직장인의 설문조사 - 20대 여성 58% “매일 의상 교체” 

(1996.12.16.20면)

스타일 

제안
4

신입사원 가이드 – 옷차림과 몸치장 (1996.01.29.31면)

더위와의 전쟁 - 여름을 이긴다 (1997.06.24.33면)

옷 잘입는것도 자신의 경쟁력 (1997.02.19.19면)

첫출근복 튀지않고 깔끔하게 (1999.02.26.37면)

직장인 

개인 

인터뷰

2

진짜 신세대 - 목걸이에 가죽부츠 ‘새세대 사무관’ 

(1995.01.15.28면)

살림 엿보기 - “안에 받쳐입는 옷은 재래시장서 골라요” 

(1999.05.21.41면)

2000

-2013

복장

규정
12

“수요일엔 캐주얼을” 코오롱, 챌린지데이 신설 

(2000.03.22.19면)

“조직문화 바꾸자” 대기업들 격식파괴 (2002.02.14.A14면)

“다시 넥타이를” 샐러리맨 정장출근 10% 늘어 

(2002.10.14.B3면)

청와대 ‘청바지 출근’ (2003.06.16.A4면)

삼성전자, 정장 벗고 캐주얼로 (2008.09.23.B1면)

롯데 여직원들, 유니폼 안 입어도 됩니다 (2007.05.10.B3

면)

“청바지 근무도 OK” 신세계의 복장파괴 (2011.01.13.B3

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울시청 반바지·샌들 근무 

(2012.06.02.A6면)

매주 수요일은 캐주얼로, 충남도 에너지 절약 위해 

(2012.06.13.A14면)

넥타이를 풀어라… 기업 문화 바꾸는 캐주얼 경영 

(2013.04.04.B10면)

샌들에 반바지 입는 공무원 줄어… '쿨비즈' 유명무실 

(2013. 06. 19, A14면)

정장 NO, 청바지 OK - 대기업 면접 복장 자율화 바람 

(2013.10.25.B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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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향
4

튀는 신세대…면접관이 혼난다? (2001.08.14.14면)

남성들 ‘캐주얼 출근’ 늘어 53% 육박 (2001.10.24.57면)

서울시 공무원 90% “옷차림이 일에 영향” (2002.03.05.29

면)

불황이 직장분위기를 바꾼다 (2008.11.24.A27면)

유행

스타일
6

샐러리맨 신풍속도(1) 튀는 직장인들 (2000.03.04.31면)

스타킹 벗고 다듬고… 당당해진 ‘여인의 발’ 

(2000.08.01.32면)

멋 부리는 남성 재킷 (2004.09.17.B4면)

“캐주얼만 예뻐해” 넥타이 울다 (2008.09.26.B3면)

요즘 넥타이 판매점들이 눈물 흘린다는데… 

(2012.10.13.B4면)

'노타이 부대' 때문? 넥타이 매출 부진 (2013.09.24.B4면)

스타일 

제안
8

“신세대 직장인은 캐주얼하게…” (2000.05.16.49면)

신입사원 옷 어떻게? (2004.02.17.D1면)

신입사원에게 필요한 두 가지 (2006.02.10.D3면)

첫 출근! 스타일은 나의 경쟁력 (2007.02.09.D7면)

직장 새내기 깔끔하고 세련되게 입자 (2008.01.29.D7면)

벨벳 재킷에 화이트 셔츠가 폼난다 (2008.10.17.B10면)

넥타이 풀었어? 그럼 옷깃에 힘줘야지 (2010.06.18.A22면)

옷이 경쟁력이다 - 젊은 직장인 ‘복장전략’ 

(2013.02.13.B15면)

 1) 1980년대 : 간소화 복장의 태동

1980년부터 1989년까지에 검색된 기사는 총 5개로, 1980년대 초반에는 

일반 직장인에 대한 기사는 검색되지 않았고 여름철 공무원의 간소화 복장

에 대한 기사가 검색되었다.

1981년 9월 「공무원 복장 자율화」의 기사에서는 행정부 소속의 공무

원에게 통일적인 공무원의 복장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복장을 착용하도록 권

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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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는 계절에 따라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복장을 일률적으로 통일해오던 종래

의 방식을 개선하여 업무수행에 적합한 복장을 각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착용하

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총무처는 그동안의 인습적인 고정관념에 구애됨이 없이 

콤비-점퍼 등 단정검소하며 활동적인 복장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착용토록 권장했

다.23) 

국무회의는 또 복장 자율화 시책에 따라 공무원복무규정 중 여름철 복장착용에 관

한 규정을 폐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있는 특수직무공무원의 복제를 총리

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24)

1982년 3월의 기사에서도 공무원의 여름복장 착용을 자율화한다는 기사

가 실렸다. 그러나 같은 면에서 공무원의 외모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기사가 

발견되었다. 통제의 대상은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으로 이들을 위한 민

원담당공무원교관요원을 두고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구체적으로 민원응대요

령에 대해 명시하였다. 민원응대요령에는 다음과 같이 복장과 용모에 대한 

점검사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남녀별로 구분한 복장 용모 점검사항에는 「눈-귀-치아는 깨끗한가」「비듬은 금

물 」「속눈썹 진한 연지 손톱매니큐어등 지나친 화장은 하지 않았는가」「머리스

타일에 주의할것」등이 들어있고, …25)

1980년대 초반에는 주로 공무원들에게 업무효율화를 위한 간소화 복장이 

시행되고 있으나, 다시 엄격한 규제를 제시하는 기사를 통해 규정을 개정하

고 시행하는데 있어 과도기적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 직장 남성과 여성에 옷차림에 대한 기사는 1985년 이후 찾아볼 수 

있었다. 복고풍의 소매 없는 여성복 같은 새로운 유행경향을 소개하면서 직

장과 같은 공식적인 장소에서는 피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그림 1> 또

23) “공무원 복장 自律化,” 조선일보, 1981년 9월 10일, 7면.
24) “공무원 근무 1시간 연장 여름 服裝 착용을 自律化,” 조선일보, 1982년 3월 

31일, 2면.
25) “民願人 앞에서 담배 피우며 일보지 말라,” 조선일보, 1982년 3월 31일,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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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도심지 여성의 외출복 <그림 2> 운동화 차림의 직장 여성

한 운동화를 신는 직장 여성이 늘어난다는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 거리에서 정장차림에 운동화를 신은 여성을 보는 일이 흔해졌다. 

2~3년전 미국을 휩쓴 운동화 차림은 서울거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풍경이

다. 미국계 은행에 다니고 있는 김영희양(26)은 “매일 지하철을 타며 출퇴근을 하

기 때문에 운동화차림이 편하다”며 “그러나 사무실에서는 구두로 갈아 신고 있다”

고 말한다. <그림 2>26)

1980년대에는 아직 국내에서 직장 내 옷차림이 사회적 화두가 되지 못하

고 있으나 공무원의 간소화 옷차림의 시행을 통해 정책적으로라도 직장과 

옷차림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태동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자료: 김주호, 조선일보, 1985년 8월 16일, 6면.

자료: 김동현, 조선일보, 1986년 11월 16일, 6면.

26) “운동화차림 職場여성 늘어나,” 조선일보, 1986년 11월 16일,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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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990년대: 개성을 중시하는 직장인 패션

90년대에 들어서 직장 내 패션 기사는 총 23건으로 80년대에 비해 네 

배 이상 급증했다. 직장 패션의 경향은 물론 옷 잘 입는 직장인에 대한 개

인적 인터뷰부터 사회초년생과 직장인을 위한 패션스타일에 대한 제안까지 

풍부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IMF 전인 1997년까지의 기사가 대부분이

었으며 그 이후로는 급격하게 줄어들어 경제위기로 인해 패션에 대한 관심

이 위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90년대는 토요일 근무와 토요일 격주 근무가 시행되던 시기로 토요일에 

간편복을 착용하게 되었다는 기사를 주로 볼 수 있는데, 일반 회사에서 까

다로운 금융계, 외근부서, 관공서까지 널리 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오피스빌딩이 몰려있는 서울 여의도와 을지로통의 토요일. 출퇴근 시간이면 청색, 

검은색 계통의 싱글 양복 대신 울긋불긋한 티셔츠, 콤비 등이 거리를 가득 메운다. 

토요일은 간편복 이 직장인들에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회사에서 금융계

로, 내근부서에서 외근부서로. 간편복도 노타이에서 콤비, 티셔츠로, 심지어는 청바

지도 눈치안보고 입는 회사가 늘어가고 있다. 관공서도 마찬가지. 검찰직원들의 옷

까지도 토요일엔 숨통 이 트이고 있다.27)

모든 분야에서 신세대, X세대라는 용어의 사용이 활발했었고, 직장 내에

서도 신세대 직장인에 대한 언급과 그들의 복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었다. 23건의 기사 중 7건의 기사가 신세대 직장인의 옷차림에 관한 것이었

으며, 개성, 자유로운, 컬러풀한 등의 형용사로 표현되고 있었다.  

굳이 창조적 업무분야가 아니라도 컬러풀 칼라들의 대세는 젊은 화이트칼라간에 

뚜렷하다. 대기업에도 머리에 무쓰를 바르고, 멜빵을 맨 직장인들을 보기가 어렵지 

않다. 현란한 넥타이에 색깔있는 와이셔츠는 이들에게 상식이다. … 격식을 거부하

는 컬러풀 칼라는 경제활동의 서비스화 추세와 신세대 등장속에서 전성시대를 맞

이할 태세다. 하지만 기성 화이트 칼라들이 이들 컬러풀 칼라를 지켜보는 눈길에는 

27) 주용중, “토요일엔 입고 싶은대로,” 조선일보, 1993년 5월 31일,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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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황당함이 섞여있는 게 사실이다.28)

이전에는 허용되지 않았던 컬러풀한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보는 시선에서 

기성세대의 황당함도 느낄 수 있지만, 신세대가 직장 내 패션의 영역을 깨

트리고 새롭게 주도해나감을 알 수 있다.

공무원 조직의 자유로운 복장은 80년대에 이어 간소복의 형태로 나타났

다. 80년대가 주로 에너지와 업무효율화를 위한 정책의 시행이었다면 90년

대는 창의적인 사고와 발상을 위한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옷차림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

총무처는 지침을 통해 의전 등 필요한 경우외에는 점퍼나 티셔츠, 멜빵, 유색 

와이셔츠 등의 간소복 착용을 일상화하고, 넥타이 착용은 개인의사에 맡기며, 신발

도 복장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면 어떤 신발도 착용을 허용키로 했다. 특히 토요일

근무시에는 부처직원 전원이 간소복을 착용토록 권장했다. 총무처관계자는 『사회

환경의 자율화, 세계화추세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며 『개성존중에 따른 창의적인 사고와 발상을 기대할 수 있고 경직된 근무분위기

를 일신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9)

1999년에 기사에서 사회초년생의 첫 출근복에 대한 제언과 주의할 점이 

자세하면서도 엄격하게 나타나 IMF 이후 구조조정과 신규채용의 감소 등으

로 얼어붙은 직장 분위기와 패션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기업 구조조정으로 신규채용이 대폭 줄면서 상사나 선배들 눈에 더욱 띄게 된 새

내기들의 이미지 메이킹은 어느 때보다 직장생활에서 중요한 전략이 됐다. … ◆ 

주의할 점= 첫째, 상사보다 더 비싼 고급스런 정장은 피하라. 윗사람들에게 건방지

게 보이기 십상이다. 둘째, 요란한 액세서리는 삼가라. 그 사람에 대한 주의를 떨어

뜨리고 허영기 많은 사람으로 비칠 수 있다. 셋째, 너무 꽉 끼거나 헐렁한 옷은 삼

28) 이거산, “신세대 직장인군「컬러풀 칼라(colorful collar)」몰려온다,” 조선일보, 

1994년 5월 9일, 9면.
29) 최원석, “티셔츠등 간소복 일상화… 전부처 권장키로,” 조선일보, 1996년 3월 

20일, 종합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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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세종로 정부종합

청사의 토요일 출근복장

가라. 주위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산만하게 여겨진다. 또한 자극적인 화장품, 

향수도 금물이다.30)

90년대에는 주로 남성의 복장에 대한 자율화만 언급되며, 여성의 복장의 

자율화 대한 언급이 적어 직장 내 남성중심의 패션 문화에 대해 짐작할 수 

있다.  

자료: 이덕무, 조선일보, 1996년 5월 26일, 31면.

 3) 2000년대: 비즈니스 캐주얼과 격식파괴

2000년대에 들어 IMF로 인해 줄어들었던 패션 관련 기사들이 활발히 등

장하기 시작하였다. 90년대에 대학시절을 보낸 신세대들이 직장에 입사하였

고, 대기업과 같은 많은 조직들이 직원들의 업무효율성과 창의성을 증진시

키기 위해 복장의 자율화를 외치며 비즈니스 캐주얼을 시행하기 시작하였

30) 박용근, “첫 출근복 튀지않고 깔끔하게,” 조선일보, 1999년 2월 26일, 경제 37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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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직장 내 옷차림은 자신의 또 다른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강해져 옷

차림으로 자신을 센스 있게 표현하는 것이 하나의 능력으로 인정되고 있었

다. 갑작스러운 비즈니스 캐주얼의 시행은 직장인들에게 매일 어떻게 입어

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가져다주었기에, 비즈니스 캐주얼 스타일 제안에 대

한 기사들이 보여 졌다.  

정장 일색이었던 대기업의 근무 복장이 다양해짐에 따라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어

떻게 옷을 입고, 출근해야 하나'라는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겼다. … "비즈니스 캐주

얼은 통상적으로 재킷을 기본으로 하고, 정장보다는 편안하지만, 일반 캐주얼보다

는 격식을 갖춘 복장"이라며 "장소, 상황에 맞게 옷을 갖춰 입는 것이 중요하다" 

…31)

특히 2008년 삼성전자의 비즈니스 캐주얼 시행은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쳐 넥타이 시장의 침체에 관한 기사들이 등장하였다. 노타이 스타일은 최

근까지도 이어지는 직장 내 패션스타일이며, 나아가 직장의 분위기를 유연

하고 자유롭게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24일 낮 서울 시내 한 백화점의 넥타이 매장은 손님을 찾기 힘들 정도로 한

산했습니다. 한 매장 직원은 삼성전자가 최근 '비즈니스 캐주얼'로 근무 복장을 자

율화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여름 쿨비즈 캠페인으로 폐업

상태나 마찬가지였는데, … 넥타이 업계는 늦더위가 끝나고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

면 신상품 장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기대가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

습니다.32)

롯데그룹 이병희 부장은 "노타이는 기업 문화가 크게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

징"이라고 말했다. "몇년 전만 해도 회의실 풍경은 넥타이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연공서열대로 긴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경직된 분위기였지요. 요즘은 캐주얼한 옷차

림으로 원탁에 둘러앉아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노타이가 

31) 신은진, “벨벳 재킷에 화이트 셔츠가 폼난다,” 조선일보, 2008년 10월 17일, 

B10.
32) 신은진, ““캐주얼만 예뻐해” 넥타이 울다,” 조선일보, 2008년 9월 26일, 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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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가 되면서부터죠. 형식이 내용을 바꾼 겁니다."33)

80년대 이후 꾸준히 이어진 여성의 사회진출은 2000년대의 자율화된 직

장의 패션문화와 더불어 여성의 직장 옷차림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00년대 이전에는 직장 여성의 옷차림의 자율화에 대한 기사가 거

의 없었지만, 직장 여성들의 자유로운 패션을 소개하는 기사들이 보이기 시

작했다. 직장 여성들은 답답한 정장스타일에서 벗어나 민소매 블라우스, 맨

발 등 완화된 드레스 코드를 가지게 되었다.

옷차림이나 머리 스타일도 파격적이다. 여직원이 머리 염색을 하는 것은 기본에 속

한다.34)

양팔을 훤히 드러낸 민소매 블라우스에 종아리 중간까지만 내려오는 7부 팬츠. 맨

발에 신은 샌들. 화려한 패티큐어를 칠한 발톱. 2000년 여름, 보통 직장여성들의 

출근 패션이다. 불과 한두해 전, 아니, 지난해까지만해도 출근용으로는 상상 못하던 

옷차림이다. 보수적이기로 이름난 대기업이나 금융권에서도 맨다리, 맨발 출근 여

성들이 늘고 있다. … 여성들 사회진출이 늘면서 보수적인 ‘드레스 코드’도 점차 완

화되는 추세다.<그림 4>35)

최근에는 정장스타일이 고수되던 면접에서까지 자율화가 시행되고 있었

다. 90년대에 창의적인 업무의 회사에서 직장 내 복장 자율화를 주도해온 

것처럼 신입사원 면접에서도 이동통신사나 광고 대행사 같은 직장에서 정장 

금지와 같은 조항과 자율복장이라는 권고를 통해 변화를 이끌고 있다.

검은색·남색·회색 정장 물결이었던 신입사원 면접장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 사원 

33) 김윤덕, “요즘 넥타이 판매점들이 눈물 흘린다는데…,” 조선일보, 2012년 10월 

13일, B4.
34) 예병일, “샐러리맨 신풍속도 (1) 튀는 직장인들,” 조선일보, 2000년 3월 4일, 

31면.
35) 정재연, “스타킹 벗고 다듬고… 당당해진 ‘여인의 발’,” 조선일보, 2000년 8월 

1일,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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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여름철 직

장 여성들의 패션스

타일

<그림 5> LG유플러스 신입사원 면접

복장을 자율화해 반바지에 샌들까지도 허용한 기업이 있지만, 신입 사원 지원자의 

복장만큼은 그간 성역(聖域)처럼 정장 차림이 고수돼 왔다. … 변화는 창의적 인재

를 선호하는 이동통신사나 광고 대행사 등이 주도한다.<그림 5>36)

자료: 김진평, 조선일보, 2000년 8월 1일, 32면.

자료: LG유플러스 제공, 조선일보, 2013년 10월 25일, B2.

기사들을 종합해본 결과, 2000년대를 대표하는 직장 내 패션 문화는 격

식을 파괴하기 위한 비즈니스 캐주얼의 시행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직

장 내에서 새로운 복식 정책이 시행되고 받아들여지기까지 여러 가지 진통

이 있었다. 아래의 기사를 보면 정장이 근무복장으로 적당하다는 의견이 절

반이 넘어 정책적으로는 자유로운 복장을 권장하지만 구성원들은 정장을 선

호하는 분위기임을 알 수 있다. 즉, 표면적인 정책과 직원 체감 사이에 차

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도 서울시청에서 실시한 하절기 반바지 착

용에 대해 “격식”과 “편의성”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한 기사가 나타났다. 

<그림 6>

36) 박순찬, “정장 NO, 청바지 OK,” 조선일보, 2013년 10월 25일, 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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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서울시의 쿨비즈 복장 

자료: 이태경, 조선일보, 2012년 6월 2일, A6.

4일 서울시 전자사보 클릭시청가족이 지난달 25∼26일 직원 394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옷차림이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친다’가 36.8%, ‘대체로 그렇다’

가 54.1%로 조사됐다. 이들은 공무원으로서 정장이 근무복장으로 적당하고

(64.8%), 색상도 검정색을 선호한다는 답변이 69.2%에 달했다. 직장에서 보기 좋

지 않은 옷차림으로는 ‘지나치게 몸에 붙거나 노출이 심한 옷’이라는 응답이 

52.7%로 절반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구식 패션, 색상이 튀는 옷, 청바지 등이라는 

응답이었다.37)

또한 직장 내 복장 자율화의 시행이 조직 내에 부작용을 낳는다는 소수

의 입장도 나타났다. 또한 직장 내의 자유로운 옷차림으로 인한 과다노출이

나 튀는 패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조사한 기사와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옷차림으로 인해 복장 자율화에 반하여 정장을 고수하는 경향도 있었

다.

기업들은 구성원과 업무 효율성을 위한 복장 자율화와 그로인한 부작용 

사이에서 적정한 선을 찾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다음의 사례를 

37) 최원석, “서울시 공무원 90% “옷차림이 일에 영향”,” 조선일보, 2002년 3월 5

일,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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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사규 내에 옷차림에 대한 원칙을 정하여 부분적 규제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휴렛팩커드(HP)는 지난 2001년 복장 자율화를 시행하며 ‘직장 내 옷차림 원

칙’을 정했다. HP는 ‘외부 고객을 만날 경우 정장, 내근직이나 외부 고객과의 만남

이 없는 부서는 비즈니스 캐주얼, 임원과 매니저는 가급적 정장을 입을 것’을 권했

다. 하지만 비즈니스 캐주얼에 있어서 청바지와 깃 없는 티셔츠, 단추를 잠그지 않

고 걸친 남방, 소매 없는 상의는 허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38)

제 2 절  직장 여성의 특성과 패션

1. 20·30대 여성의 라이프스타일 특성

현대 사회의 20대 중반-30대 초반 직장 여성들은 1980년대 전후에 태어

나 90년대에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며 부모님의 상승된 생활수준을 바탕

으로 소비문화의 혜택을 받으며 성장해온 세대이다. 또한 핵가족의 집안에

서 ‘남녀평등’의 가치관을 들으며 자라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여학

생의 대학진학률은 74.3%로 남학생의 68.6%보다 높으며, 2009년부터 남학

생의 대학진학률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39) 또한 20대 여성은 20대 남

성에 비해 관광이나 어학연수를 위한 해외여행의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40) 

20대 연령층에서 2012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9%로 남성의 

62.6%보다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으나, 30대 초중반을 지나며 결혼과 출

산으로 인한 경력단절로 경제활동참가율이 줄어들게 된다.41) 경제활동에 참

38) 박내선, “옷이 경쟁력이다,” 조선일보, 2003년 2월 13일, B15.
39) 통계청, 여성가족부,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013).
40) 통계청, 같은 듯 다른 듯 男과 女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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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 20대 여성의 직업분포를 살펴보면,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와 ‘사무

종사자’에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중 여성 대졸청년취업자 집단에서는 

특히 전문가의 수적증가세가 매우 가파르게 나타나 여성 청년층의 진출이 

비교적 고위직종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42) 

결혼적령기에 접어든 이들은 결혼하는 시기를 점점 늦추는 만혼화의 경

향이 확산되고 있다. 초혼 연령은 2000년대 초반의 26.5세에서 2013년의 

29.4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주 혼인 연령층이 20대 중반에서 20대 후반

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43)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20대 

중후반의 여성의 경우 ‘결혼에 이른 나이’와 ‘자기 계발’ 등의 응답을 하여 

초혼 연령 기준에 대한 변화를 알 수 있었다. 30대 초반의 여성은 ‘상대방

에게 구속되기 싫어서’와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라는 이유로 개인적인 요인

에 의해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44) 이는 결혼을 

필수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미혼 여성의 가치관의 

변화 때문으로 볼 수 있다. 

20·30대 여성의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용법을 살펴보면 TV와 DVD시청

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20대 여성은 

사교활동을 많이 하며, 30대 여성의 경우 기혼자의 비율이 높기에 가사일로 

여가를 활용하여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그림 7> 문화 예술 관람 부분

을 살펴보면 20·30대 여성의 관람 경험이 남성보다 많으며 주로 공연장이나 

영화 관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5) 20·30대 미혼 여성 직장인 또한 취미 

및 문화 활동과 관람 및 감상활동을 주된 여가생활로 즐기고 있었다.46) 

4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2).
42) 김종숙, 등. 대졸여성 청년층 노동시장 구조파악과 정책과제 (서울: 한국 여성

개발원 연구보고서, 2007), 77.
43)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00-2012).
44) 남형기 등, 2030 청년백서 (서울: 특임장관실, 2011), 79-81.
45) 통계청, 사회조사 (2013).
46) 구미연, “20·30 대 미혼 직장인의 여가실태 및 여가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논문, 한양대학교, 2006),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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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20-30대 여성의 주말 및 휴일의 여가활용법 (단위: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13)

20·30대 여성은 사회참여 증가로 인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일과 소비에 

있어 적극적이며 자신을 우선시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여가를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소비의 주체로서 관심을 받게 하여 

패션소비시장에서도 이들을 주목하고 있다. 

2. 20·30대 직장 여성의 패션 소비문화와 개성추구

현대 소비사회에서 여성 소비자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최

근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여성은 경제력이 있는 싱글여성이다. 결혼한 여

성과 달리 싱글여성소비자들은 소득의 대부분을 자신을 위해 소비하는 경향

이 강하며, 유행을 따를 수 있는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주요 타깃으

로 하는 패션, 음식, 레저산업 등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47) 또한 미혼 직장 

여성은 개성화된 자기모습을 연출하기 위한 패션지향성을 가지고 새로운 유

행과 패션에 적극성을 보이며 자기표현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특성을 보인

47) 이승신, 등. 소비사회와 소비문화, (서울: 신정, 2010),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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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8)

신세대 소비문화의 두드러지는 특성인 육체와 외모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직장 여성의 소비문화 중에 패션은 매우 중요한 소비요소이다. 직장 여성들

은 돈과 외모가 중시되는 현대 소비사회에서 자신의 소비력을 활용하여 외

모에 대해 투자하는 자기 세팅에 강하게 편입되고 있다. 

20·30대의 직장 여성들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의복비의 지출이 많고, 새로

운 패션이나 유행을 빨리 받아들이고 고가의 옷을 선호하며49) 매일 입고 

나가는 옷이나 소품, 그리고 매일하는 화장 등 ‘외모를 위한 소비’가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한다.50) 그러나 패션과 유행에 민감하여 독특한 것을 선호

하는 의복 구매를 보이거나 유행과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소비하지 않으

며 신중하게 의복을 구매하는 모순되는 소비행동을 보이고 있다.51) 이는 패

션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소비의 형태가 달라짐을 시사하며, 이 연령대의 

직장 여성들에게 유행을 따르는 동조적 모습과 타인을 의식하지 않는 비동

조적 모습이 함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장에 따른 소비문화를 살펴보면 국내 대기업에 근무했던 여성들의 경

우, 사내 복장 규정이 까다롭고, 특히 여성의 복장에 대한 간섭이 많기 때

문에 그에 따른 소비를 많이 하며, 직장 여성이라는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

한 소비를 한다.52) 반면 소득의 폭이 다소 높은 외국계 회사의 직장 여성들

에게 브랜드, 명품 선호 현상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고학력, 

고급직, 고소득 집단일수록 상대적으로 과시소비의 경향이 나타난다53)는 것

을 보여준다. 

맥과이어의 심리학적인 동기 중에서 자기표현의 욕구는 개인의 개성을 다

48) 김은주, “미혼직장여성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소비행동에 관한 연구” (박사

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10), 27-28.
49) 최정원, 앞의 논문, 74.
50) 모현주, “20, 30대 고학력 싱글 직장 여성들의 소비의 정치학”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06), 67.
51) 김은주, 앞의 논문, 108-110.
52) 위의 논문, 89-91.
53) 정지미, “여성의 경제활동과 소비성향에 관한 연구: 과시적 소비의 상징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03),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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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사람에게 표현하기 위한 필요성을 말한다. 이는 옷이나 자동차 같은 제

품을 구매할 때 다른 이에게 소비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을 나타낸다.54) 

직장에서는 적절한 의복을 착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겠지만, 선

행연구에 의하면 직장 여성들은 패션을 구매하거나 착용할 때 개성을 드러

내기 위한 자기표현의 욕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직장 여성들은 직장 의복 선택 시에 동조성은 낮은 반면, 경제성, 정숙성, 

실용성, 개성이 높게 나타났으며55) 개성에 맞고, 나에게 어울리는 자기지향

성 측면과 디자인, 색상과 같은 외관추구성 측면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6) 

20·30대 직장 여성 또한 개성과 조화성이 가장 중요한 직장 의복선택 요

인으로 나타나 상표 지향이나 타인권유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하

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의복을 착용하고 있다.57) 또한 직장 여성 중에

서 연령이 적은 집단이 연령이 많은 집단에 비해 개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나58) 젊은 직장 여성들이 직장 패션에 있어 개성적인 면을 중요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이미아59)의 연구에서도 20·30대의 

미혼 직장여성은 과시적, 심미적 성향이 높고 의복에 있어 개성 있는 스타

일을 추구하여 패션을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하여 시대의 흐름

과 상관없이 직장 여성에게 개성을 통한 패션스타일의 표현은 중요한 현상

으로 볼 수 있다. 

선행 연구들을 통해 20·30대 직장 여성의 패션 소비문화를 고찰한 결과,  

외적 이미지를 중시하는 직장 여성들에게 패션은 중요한 소비문화이며, 직

54) 정은경, 권수미, 문화와 소비자 행동, (서울: 에듀컨텐츠, 2011), 31.
55) 이향숙, “직업여성의 의복선택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1985), 김소연, 조필교, “성인여성의 의복행동과 자아개념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2, no.2, 161에서 재인용.
56) 강혜원, 구진아, 앞의 논문, 28. 
57) 정은숙, “산업체 전문직 여성의 직무특성과 직장상황에 의한 의복선택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2000), 84.
58) 박길순, 앞의 논문, 43.
59) 이미아, “미혼여성과 기혼여성의 소비가치 및 의복추구혜택의 비교연구: 

20~30대 직장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34, no.5 (2010):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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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여성 중에서 중에서도 나이가 어리고, 미혼이며, 고학력일수록 직장 내 

패션을 표현하는데 있어 개성을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3 절 연구가설

이론적·사적 고찰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현대 사회에서 직장 여성의 패션은 개성 추구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반영될 것이다. 

가설2: 직장 내에는 명문화된 복식규범 외에도 암시적 복식규범이 존재할 

것이다.

가설3: 개성 추구의 욕구와 복식규범은 서로 갈등을 일으켜 직장 여성의 패

션 아이템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4: 직장 여성은 이러한 갈등 내에서 개성을 추구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

을 보일 것이다.

가설 5: 직장 패션 내에서 개성을 추구하기 위한 행동은 패션 소비성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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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직장 내 복식규범과 스타일

제 1 절 직장 내 복식규범과 갈등

본 절에서는 선정된 직장 내의 사규와 게시물, 직장 여성들과의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직장 내 복식규범과 그로 인한 갈등에 대해 살펴보고

자 한다. 

1. 직장 내 복식규범

Freeburg, Workman60)에 의하면 의복 규범은 종종 단어로 표현하기 어

려운 미적인 느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의복 규범을 확인하는 것은 어

려움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규범을 확인할 

수 있는 네 가지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인쇄물 자료의 내용분석을 

통해 규범의 존재를 추론하는 것이고, 둘째는 옷과 관련된 행동의 제재를 

관찰하는 것, 세 번째는 기대에 부합하기 위한 사회 구성원의 노력을 관찰

하는 것, 마지막으로 의복과 관련된 바람직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공개된 보고서를 관찰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에 따라 각 직장의 사규와 

공개된 게시물을 통해 명문화된 복식규범을 확인 하고, 심층면접에서 나타

난 옷과 관련된 행동의 제재와 직장에서 요구하는 기대에 부합하기 위한 직

장 여성들의 노력을 관찰하는 방법을 통해 암시된 복식규범을 확인하였다. 

60) B. W. Freeburg and J. E. Workman, “A Method to Identify and Validate 

Social Norms Related to Dres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28, 

no.1 (2010): 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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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명문화된 복식규범

학교, 국가기관, 공기업, 대기업 3곳에서 선정된 면접 대상자를 통해 패

션과 관련된 문건을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모든 직장에 사규 및 법령, 공

문 등의 유형으로 명문화된 복식규범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명문화된 복식규범은 직장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공기업과 대기업들은 학

교와 국가기관에 비해 구체적인 복식규범을 명시하고 있었다. 직장별로 살

펴보면, 학교와 국가기관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또한 추가적으로 환경

부에서 배포한 「쿨맵시 드레스코드 가이드북」을 통해 여름철 스타일이 제

안되고 있었다. 공기업은 사규에 패션과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

나, 하절기마다 간소화복장에 대한 공지사항이 게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권장하는 옷차림과 금기하는 옷차림을 사규와 공문을 통해 자

세하게 명시하고 있는 편이었다. 대기업 A의 경우 사규에 ‘비즈니스 캐주얼

을 착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추가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하절기 

복장가이드가 전달되었다. 대기업 B도 대기업 A와 같이 사규에 의해 비즈

니스 캐주얼을 착용해야 하며, 신입사원 교육 시 비즈니스 캐주얼 스타일에 

대해 교육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내채널방송을 통해 일주일에 3회씩 

5분 분량의 복장 문화에 대한 캠페인이 방송되고 있었다. 대기업 C는 기업

의 이미지와 비즈니스 캐주얼을 합한「○○○ Style Look」라는 복장 규정

을 명시하고 있었다. 각 직장별 명문화된 복식규범의 자세한 내용은 <표 6>

과 같다.

모든 직장에 명문화된 규범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예비설문조사에서 소

속된 직장에 명문화된 복식규범이 존재한다고 대답한 비율은 55%로 절반 

정도에 그쳤다. 이 중에서 교사의 약 73%,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약 53%가 높은 비율로 직장 내에 명문화된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

답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국가공무원법과 같이 명문화된 규범이 존재하

나 직장 내 복장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구성원들이 이를 규범으로 

인지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으며 다음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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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잊고 있다 물어보셔서 찾았어요. 공문 왔을 때 이걸 보긴 봤는데.. 그냥 이건 

홍보책자 같은 거니깐 그냥 그러고 말았던 거 같아요. 

(김연아, 32세, 국가기관/행정서기보)

대기업 중에서는 대기업 C의 응답자들만이 40%의 비교적 높은 비율로 

명문화된 규정이 존재하지만 ‘없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의 응답을 통해 직장 

내에 복장 규정이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직장 내에서 규범에 대한 

압박을 적게 받아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저희 회사에  ○○○ 스타일 룩이라고 있어요. … 저희 옆 팀에서 낸 건데, 좀 많

이 개방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반대로 이제 저희 지원 쪽은 

정장을 많이 입고 그러니깐 그거를 통해서 많이 개방적이게 되었는데, 제가 반대로 

듣기에는 마케팅은 워낙 자유로웠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조금 국한된 게 있었다 

하더라구요. 

(정소원, 26세, 대기업 C/사원)

직장 내 명문화된 복식규범은 주로 권장하는 복장과 금기시되는 복장으

로 되어있다. 그러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 ‘개인의 개성과 

체형을 고려한 복장’, ‘노출이 심한 옷’ 등 구체적이지 않은 표현으로 직장 

여성에게 혼란을 주고 있었다.

치마 길에 대한 그런 건 없어요. ‘길이가 몇 센치다’ 이런 건 없는데요. 근데 모르

겠어 이거는 과도한 노출 이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되게 애매하게만 써져있

거든요. … 웬만한 치마는 괜찮은데요. 너무 짧고, 엉덩이만 가리고 이런 건 아무래

도 조금.. 핫팬츠는 안 되었어요. 

(정소원, 26세, 대기업 C/사원)

이처럼 한 집단에서의 규범은 법률이나 규칙과 같이 문서로써 존재하지

만 구성원들 모두에게 구체적이고 완벽한 지침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하다. 

동시에 규정이 있다하여도 구성원에 따라 이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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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할 수 있다. 예비설문조사에 의하면 직장 여성들의 62.5%가 ‘명문화된 

규범 외에도 패션에 대한 암시적인 규제나 제약을 느낀다’고 대답하였다. 

따라서 명문화된 복식규범 외에 직장 내에 내재되고 구성원들의 언행에 의

해 암시되는 구체적이며 추가적인 복식규범을 심층면접의 내용을 통해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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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명 내 용 유형

학교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을 특정직 공무원

으로 규정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름 

   (아래의 내용과 같음)

법령

국가기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24554호, 2013.5.31, 일부개정]

ü 제8조의2(복장 및 복제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

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3조에 따른 근무기

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하거나 상징하는 복

장 또는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 지방, 재외 공무원 복무규정의 내용도 유사함

법령

환경부의 쿨맵시 드레스코드 가이드북

예) 노타이, 반팔셔츠, 무릎길이 스커트, 민소매 블라

우스, 경쾌한 칼라와 문양의 스커트 등

공문

공기업

하절기 간소화 복장 

예) 남자 상의: 넥타이를 매지 않은 정장차림, 콤비  

            정장, 니트, 남방, 색 있는 와이셔츠 

    남자 하의: 정장바지, 면바지, 반바지

    여자 상의: 반팔 블라우스

    여자 하의: 스커트, 반바지

    금지: 외부에서 슬리퍼를 착용, 찢어진 청바지

- 매주 금요일 캐주얼 데이 

공문

<표 6> 직장별 명문화된 복식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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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A

- 비즈니스 캐주얼 착용 사규

- 여사우 하절기 복장가이드

 : 품위를 유지하고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복장 

가이드

 1) 하절기 쿨비즈

ü  상의: 자켓 탈의, 소매가 있는 블라우스 또는 

셔츠

ü  하의: 스커트, 원피스, 정장바지, 면바지

ü  신발: 정장구두, 캐쥬얼 슈즈

 2) 직장 에티켓에 어긋나는 피해야할 복장

ü  상의: 노출이 심하거나 타이트한 복장 

         (민소매 등)

ü  하의: 지나치게 짧거나 타이트한 스커트/바지, 

          반바지

ü  신발: 뒷 끈 없는 샌들, 슬리퍼 

공문

대기업 B

- 비즈니스 캐주얼 착용 사규

- 신입사원 교육에서 비즈니스 캐주얼에 대한 교육

예) 재킷착용, 무릎길이의 스커트나 원피스, 블라우스

나 셔츠 착용

교육

- 일주일 3회 복장 문화에 대한 캠페인 방송

ü 올바른 복장 문화는 

1. 업의 특성에 맞는 복장을 착용합니다.

2. 시간, 장소,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갖춥니다.

3. 공식석상에서는 정장을 착용합니다.

4. 노출이 심한 옷은 삼가 합니다.

5. 복장 자율화는 창의적 사고와 업무효율을 높

이는 데 참 뜻이 있습니다.

방송



- 37 -

대기업 C

- ○○○ Style Look

ü 자신의 개성과 체형에 맞게 연출하되, 일반 캐주얼

보다는 다소 격식을 갖춘 ‘단정한’ 비즈니스 복장

ü 일상 업무에서는 ‘재킷을 기본’으로 개인의 개성과 

체형에 맞게 자유로운 복장 연출

 예) 여성 : 개인의 개성과 체형을 고려한 복장, 

           여성 오피스 라인 권장

ü 창립기념식과 준공식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일

반 캐주얼보다는 ‘격식을 갖춘 정장’을 착용, 이외 

모든 공식적인 자리(미팅, 경영회의 등)에서 정장

(넥타이) 착용 하지 않아도 됨

ü 절대 입지 말아야 할 복장: 등산화, 등산복, 스포

츠 의류, 후드티, 핫팬츠, 초미니 스커트, 카고 바

지, 찢어진 청바지, 라운드티에는 재킷 필히 착용

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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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암시된(implicit) 복식규범

암시된 복식규범은 심층면접을 통해 면접 참여자와 주변 직원들의 옷차

림과 관련된 제재와 경험에 의해 확인될 수 있었다. 면접 내용에서 ‘해서는 

안 되는 옷차림’을 키워드로 삼아 제재를 당한 사례들을 분석하여 암시된 

복식규범들을 정리하였다. 각 직장별 해서는 안 되는 패션스타일, 즉 암시

된 복식규범은 <표 7>과 같다.

암시된 복식규범은 명문화된 복식규범이 얼마나 구체적인지에 따라 직장

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학교와 국가기관은 법령과 공문의 내용이 공기업이

나 대기업보다 자세하지 않기에 다른 직장에서 이미 명문화된 복식규범이 

암시된 복식규범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대기업 A의 명문화된 규범인 노

출이 심하거나 타이트한 복장은 학교와 국가기관에서는 암시된 규범으로 나

타났다. 공기업, 대기업 B, 대기업 C는 직장 내에서 부서별로 암시된 규범

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 

먼저 공기업에 근무하는 사원을 통해 부서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공기업의 명문화된 규범에서는 야상이나 운동화와 같은 캐주얼한 복장을 제

한하는 문구는 없었다. 인력자원부서에 근무하는 사원은 캐주얼한 복장이 

금지되는 옷차림이라고 하였으나, 사업지원부서에 근무하는 사원은 본인도 

편한 점퍼와 캐주얼한 복장을 즐긴다고 말하였다. 인력자원부서에는 캐주얼

한 복장을 착용하는 구성원이 없으나, 사업지원부서에 근무하는 사원의 주

변에는 청바지와 운동화 등을 편하게 착용하는 구성원들이 다수이기 때문이

었다. 

강연주: 제 주변에는 그냥 점퍼 같은 거는 입으세요. 제가 보기에도 관리부서에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저희는 좀 있어요. 그냥 편한 점퍼는 저도 입어요. … 청바지

도 상관없이 입고.. … 보통 금요일에 대부분 편하게 입고 오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나머지 요일에도 편하게..운동화도 신고, 청바지도 입고, 티 입고. 

나정연: 저희는 평상시에는 거의 신은 사람이 없어요. 저희 쪽이 좀 더 보수적이에

요. 저는 캐주얼 데이여도 비슷하게 입고요.

(강연주, 25세 & 나정연, 28세, 공기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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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대기업 B에 근무하는 사원을 통해 사업운영부와 재무부서 사이

의 암시된 규범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재무, 인사 등과 같은 기업 관

리조직에서는 비즈니스 캐주얼보다 엄격한 정장 스타일을 착용해야하지만, 

사업운영부는 청바지를 자유롭게 입을 수 있었다.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하는 건 대학생들의 환상이고, 되게 보수적이에요. … 물론 

직군에 따라 달라요. 저희 회사 사업운영부같은 경우는 청바지 입고 다니시는 분들

이 되게 많은데.. 스텝조직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정장을 입어야 돼요.

(이다혜, 28세, 대기업 B/사원)

대기업 C에서 마케팅 부서에 근무하는 사원은 인사부서에 근무하는 사원

과는 달리 암시된 복식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며, 패션스타일을 자유

롭게 표현하고 있었다. 인사부서와는 다르게 마케팅 부서의 구성원들이 후

드티와 핫팬츠 등의 명문화된 복식규범에 어긋나는 옷차림을 할 수 있는 이

유는 구성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남자 부서장이 한 쪽 귀에 귀걸이를 

하는 등 직장 내에서 파격적일 수 있는 옷차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또

한 뷰티 분야라는 기업의 특성으로 인해 화려한 매니큐어와 밝은 염색에 대

한 제재가 없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학생처럼 많이 입어요. 사실 후드도 많이 입고 핫팬츠도 그냥 입고. 사람들

도 티셔츠 있죠? 캐릭터 그려진. 그런 거 편하게 입고 좀 그런 편인 거 같아요.

우리는 염색을 만드는 회사여서 그런지.. 000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간 머리도 

있고, 뭐 요즘 트렌드가 노란머리가 아니어서 그런지 밝은 오렌지도 많이 하고, 완

전 금발도 봤어요. 최근에. 

우리는 상무님이 남자분이신데도 귀걸이하고 다니시거든요. 한쪽 귀에. 

(김정윤, 27세, 대기업 C/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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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시된 복식규범은 무형의 것이기에 직장 여성들은 직장 내에서 자신이 

속한 부서, 즉 하위집단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집단 내의 구성원을 참고하

여 눈치껏, 알아서 조심해야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에서 논의된 내용 외에 

면접 대상자의 응답을 통한 자세한 암시된 복식규범의 내용은 다음에서 종

합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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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명 분류 내 용

학교

상의
민소매, 딱 붙는 티셔츠, 길이가 짧은 상의 (크롭트 티 

등), 시스루룩, 속옷이 비치는 것  

하의
레깅스, 무릎 위 15cm 이상의 하의, 롱 치마, 반바지, 

하이 웨이스트 팬츠

기타
강렬하고 화려한 색상과 패턴, 교내에서 발가락이 보

이는 것 

국가기관

상의
민소매, 캐릭터가 그려진 티셔츠, 야상, 가죽재킷, 후드

티

하의
반바지, 허벅지 중간 이상의 스커트, 워싱 있는 청바지 

(블랙 스키니진 제외), 레깅스

기타

시스루 룩, 화려하거나 큰 사이즈의 액세서리

화려한 패턴과 밝은 색상, 진한색 매니큐어 (빨강, 

파랑 등), 스모키

사무실 내에서 운동화, 맨발, 자기 자리 외에서 슬리

퍼, 워커, 장식이 많고 화려한 구두, 킬힐, 발등이 많이 

드러나는 샌들

공기업

사

업

지

원

상의 민소매, 박스티, 야상, 몸에 붙는 원피스

하의

짧은 반바지, 허벅지 중간 이상의 스커트, 롱 치마, 레

깅스, 워싱 있는 청바지, 몸매가 많이 드러나는 스키니

진

기타
시스루룩, 화려한 패턴과 원색, 진한 화장, 8cm 이상

의 힐, 진한 매니큐어와 패티큐어 

인

적

관

리

상의 민소매, 크롭티셔츠

하의 레깅스, 짧은 반바지, 배기팬츠

기타 시스루룩,  고가의 명품가방, 높은 힐

<표 7> 직장 내 암시된 복식규범: 해서는 안 되는 패션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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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A

상의 후드티  

하의
시스루룩, 비치는 검정 스타킹, 워싱 있는 청바지, 치

마바지, 롱스커트, 초미니 스커트

기타 화려한 액세서리, 등산복, 등산화

대기업 

B

사

업

운

영

상의 민소매 

하의 짧은 반바지, 짧은 치마, 워싱이 심한 청바지, 레깅스,

기타 사내에서 운동화와 레인부츠, 속옷이 비치는 것 

재

무

팀

상의 재킷을 꼭 갖춰 입기, 민소매

하의
치마바지, 짧은 치마, 청바지, 색깔 있거나 비치는 검

정 스타킹

기타

튀는 색상과 패턴, 염색, 너무 튀는 매니큐어, 사무실 

내에서 구두 착용(앵클부츠까지 가능), 끈으로 된 샌들

(토오픈 정도 가능), 어그, 롱부츠 

대기업 

C

인

사

상의 깊은 V넥, 끈나시 

기타 시스루룩, 사내에서 레인부츠, 명품가방

마

케

팅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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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 직장 내 복식규범에 대한 종합적 논의 

  

패션과 관련된 명문화된 규범과 암시된 규범을 확인하고 분석한 결과, 가

장 핵심이 되는 주제는 ‘정숙성’이었다. 이는 인간 행동을 통제하는 금지적 

행동으로서 성적 과시, 노출, 혐오감이나 수치심, 화려한 것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우수함을 감추거나 타인의 관심을 끄는 것을 

스스로 삼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점잖고 예의 바르고 허세 부리지 않으며 

눈에 띄지 않는 의복을 선호하는 것으로 의복 착용에 있어 상당히 보수적인 

것을 의미한다.61) 이를 중심으로 ‘노출’과 ‘시선을 끄는 행동’ 두 가지의 하

위 범주로 분류되었다. 그 외에 비즈니스 캐주얼과 캐주얼 데이 등의 시행

에도 불구하고 ‘캐주얼한 옷차림에 대한’ 규범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 노출에 대한 규범

신체 노출은 성적 흥미를 불러일으켜 정숙성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직장 내에서 노출에 대한 규범은 상·하의에 국한되지 않고 나타났

으며 특히, 하의의 길이에 대한 규범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상의에서 나타난 노출에 대한 규범은 민소매, 깊은 네크라인, 시스루룩

(see-through look)이나 속옷이 비치는 것, 몸에 딱 붙는 티셔츠나 원피스 

등이 있었다. 특히 민소매는 여름철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모든 직장에서 공

통적으로 나타나는 복식규범이었다.

너무 더워도 민소매는 입으면 굉장히 뭐라고 하셨던 거 같아요. 다른 선생님들이. 

오히려 부서장님은 남자분이어서 터치를 잘 못하시고 수연씨 민소매 입었네 이런 

식으로 이제 눈치를 주시고 그랬던 거 같아요.

(장수연, 28세, 국가기관/행정서기보)

61) 이영주, “교사의 의복 행동에 대한 고교생들의 선호도” (석사학위논문, 금오공

과대학교, 2007),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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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환경부, 쿨맵시 

드레스코드 가이드북 

그러나 국가기관에서 적용되는 환경부의 ‘쿨맵시 드레스코드 가이드북’에 

의하면 민소매 스타일의 블라우스와 원피스를 착용한 예시를 볼 수 있어, 

여름철 직장 여성들에게 착용 가능한 옷차림으로 생각되었다.<그림 8> 그러

나 면접 결과 실제 직장에서는 착용이 불가하여 명문화된 복식규범이 형식

적으로 존재하며, 암시된 복식규범이 명문화된 규범보다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료: 행정안전부, 쿨맵시 드레스코드 가이드북 (2013)

몸에 달라붙는 상의는 신체의 굴곡을 그대로 드러내어 노출과 관련된 복

식규범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경제활동을 시작한 이래로 직장 세계에서 관

습화된 여성성의 은폐와 정숙성의 강조가 현대 사회에서도 뿌리 깊게 박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단 너무 달라붙어서 볼륨이 드러나면 안되고, 위에도 너무 파이면 안되요. 나시

면 안되요. 예를 들어서 붙는 티라던가 이런 거는 학교에서는 절대 입을 수 없어

요. 몸에 붙는 거.

(김수경, 28세, 학교/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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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원피스 이런 거 요새 많이 입으시잖아요. 사실 그게 전 그렇게 야한 옷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야하다고 안 되거든요 저희. 몸에 붙어서.

(이다혜, 28세, 대기업 B/사원)

다음으로 시스루룩과 같이 속옷이 비치는 상의에 대한 제재가 있었다.   

시스루룩은 최근 여성복 시장에서 레이스, 쉬폰 소재들과 함께 많이 나타나

는 스타일이다. 20·30대의 직장 여성들은 패션에 관심이 많으며, 유행에 민

감한 경향을 보이기에, 면접 내용에서도 유행하는 시스루룩을 착용하여 제

재를 받은 직장 여성의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시스루룩도 뭐라고 하셨어요. ○○가 한번 시스루룩을 입었었는데, 그게 그렇게 시

스루룩은 아니에요. 진짜 되게 편한 시스루룩인데 쉬폰에 꽃무늬 있고.. 망사 소재 

같은 건데 되게 여러 겹으로 촘촘히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괜찮은데 

별로 시스루룩도 아닌 거 같거든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셨어요. 

(정소원, 26세, 대기업 C/사원)

20·30대의 직장 여성은 본인이 아닌 직장 동료가 시스루룩을 착용하였을 

때, 다른 연령대의 직원들보다 이러한 옷차림에 대해 관대한 기준을 보이고 

있었다.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다음의 응답자는 시스루 스타일의 옷을 입

은 동료를 보고 예쁘다고 생각하였으나 주위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 그 옷이 

이 직장에서 착용이 불가한 옷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요즘에 유행하는 왜 치마가.. 이렇게 짧은 치마에 시스루 이렇게 길게 내려와 있는 

치마 있잖아요. 딱 누가 어떤 분이 입고 오셨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과장님도 좀 

지적하시고, 주변 사람들도 좀 약간 수군수군 하고 그런 건 있죠. 치마가 그렇게 

짧은 건 아니었고, 길이는 허벅지 중간 정도 오는 길이었는데, 그게 레이스 라기보

다는 정말 얇은 소재로, 쉬폰 비슷한 그런 소재로 샥 덮으니깐.. 것도 까만색이었거

든요. … 그분이 뭐 어디 밖에 나갈 것도 아니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업무하는데 

굳이 그래야 되나 예쁜데. 그랬는데,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다들 아니다 라고 하니

깐.. 아 저것도 못 입는 옷이구나 하는 거죠.

(김연아, 32세, 국가기관/행정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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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여성들은 시스루 스타일을 착용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블라우

스 착용 시 속옷이 비치는 것에 대해 지적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주로 얇

은 상의를 많이 입는 여름철에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나타났으며, 제재 이

후에는 지적을 받았던 옷차림을 다시 착용하지 않았다. 

아 여름에 제가 블라우스 입고 갔는데 대리님이 ‘속옷 보이니깐 탑 입고 다녀’ 이

러시더라구요. 근데 그게 저는 앞에만 보고 뒤에는 안보니깐 몰랐는데 속옷이 살짝 

뒤에서 비쳤나 봐요. 앞에서는 안보였거든요. 근데 탑 입으면 덥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안 입었던 거 같아요. 

(김민지, 26세, 대기업 B/사원)

저번에 그런 적 있었어요. 최근에도 또. 제가 속옷을 뒤에 약간 비쳤는데 아 선생

님 뒤에 다 보인다고.. 저는 원래 안 벗을 생각으로 입고 갔었는데, 너무 더워서 저

도 생각 없이 벗은 거예요. 아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 막 이렇게 했는데 다 봤다고..

(조유진, 27세, 학교/교사)

하의와 관련된 노출에 대한 규범은 거의 모든 직장 여성들에게 치마 길

이에 대한 제재의 경험과 더불어 나타났다. 명문화된 복식규범을 살펴보면 

적당하거나 금지되는 치마 길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직장은 없었기

에, 치마 길이는 암시된 복식규범에 의해 각 직장과 부서마다 다양한 기준

을 나타내었다. 주로 학교와 국가기관과 같은 공무원 조직이 무릎 위 길이

나, 쇼트 길이로 엄격하였다. 면접 도중 한 교사는 무릎 위 10cm 정도의 

치마를 착용한 교사를 가리키며 ‘짧다’라는 기준이 직장 밖 사람들의 인식

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라는 것을 강조했었다. 공기업이나 대기업은 공무원 

조직과 비교하여 좀 더 유연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나, 대기업 B와 C에서는 

부서에 따라 허용되는 치마 길이의 차이가 확연히 나타났다.<표 8> 다음의 

사례를 통해 짧은 치마는 남성의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여겨져 직

장 내에서 기피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수적인 분들이 얘기하시는 길이는 허벅지 중간인거 같아요. 여기서부터 짧다. 회

사에서는 이정도 길이는 눈치가 보이는 거 같아요. … 허벅지 중간 이상의 길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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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

미니

마이크로

미니
미니 쇼트

무릎 위

길이
롱

사진자료

학교 × × × × ○ ×

국가기관 × × × ○ ○ ×

공기업 × × ○ ○ ○ ×

대기업A × × ○ ○ ○ ×

대기업B
재무/사업운영

× × ○/× ○/× ○ ×

대기업C
인사/마케팅

×/○ ×/○ ×/○ ○ ○ ×/○

<표 8> 하의 길이에 대한 규범 

아예 입고 온 적이 없어요. 근데 가지고는 있죠. 회사에는 아예 입을 생각을 안 해

요. 너무 길죠. 근데 이것도 너무 짧다고.. 특히 계단을 이용하거나 이럴 때 어떻게 

눈을 두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던 거 같아요.

(나정연, 28세, 공기업/사원)

흥미로운 점은 짧은 치마가 신체 노출과 관련되어 금기시 된다면, 맥시 

스커트와 같은 롱 길이의 치마 또한 금기시 된다는 것이다. 이는 롱 스커트

가 주로 하늘하늘한 소재로 비치거나 신축성이 있는 저지 소재를 사용하여 

캐주얼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 직장 내에서 가능

×: 직장 내에서 불가능

자료: “스커트 길이에 대한 분류”, 네이버, http://blog.naver.com/sellma2?Redirect=Log&lo

gNo=40040290037 (2013년 9월 22일 검색).



- 48 -

하의의 종류 중에서 반바지는 길이에 상관없이 모든 직장에서 금지되었

다. 지나치게 짧은 반바지는 공기업, 대기업 A, C에서 명문화된 복식규범으

로 나타났지만, 길이가 긴 반바지도 암시된 규범에 의해 제재되고 있었다. 

길이에 상관없이 반바지가 치마보다 강한 제재를 받는 이유는 다음의 사례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몸에 더 달라붙어 굴곡을 드러낸다고 응답하

여 노출과 관련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미니스커트는 어느 정도 허용을 하지만 그 정도 길이의 바지로 입으면 안 되고. 한 

3부 되는 짧은 반바지 있잖아요. 치마처럼 보이면 상관은 안하시는 거 같은데, 바

지는 왠지 몸에 딱 달라붙고 짧고 이러니깐 위에 과장님이라 이런 분들이 뭐라고 

하시고.. 

(김연아, 32세, 국가기관/행정서기보)

반바지를 입었는데, 오히려 평소에 입고 다니는 치마보다 더 긴 반바지를 입었는데 

반바지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그쪽 상사님한테. 그래서 이게 반바지라서 

안 되는 건가.

(진지희, 27세, 대기업 A/사원)

하의 길이는 직장에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짧다’라는 기준은 

모호하기에 복식규범을 적용하는데 있어 직장 여성들에게 혼란과 불만을 주

고 있었다. 하의 길이에 대한 규범은 같은 옷을 두고 누가 지적을 하느냐, 

누가 착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있었다. 직장 여성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

서 축적되는 경험에 의해 스스로의 기준을 세우고 있었다. 

짧은 치마를 계속 입고 다니던 사람이 있는데, 조금 길게 입고 다니더라구요. 얘기

를 듣고. 근데 그것도 진짜 주관적인 게, 키가 큰 사람은 무릎에서 조금만 올라가

도 정말 짧아 보이잖아요. 근데 좀 작고 자그마한 사람은 엉덩이 치마같은 걸 입어

도, 그냥 별 느낌이 없잖아요. 그러니깐 그것조차도 진짜 주관적인 거예요. 짧은 치

마의 기준 자체도.

(진지희, 27세, 대기업 A/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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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연세의 분들이 각자 판단하는 길이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깐 나는 이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한분이 얘기하실 수도 있거든요. 입사한지 얼마 안 됐

을 때는 되게 그런 거에 신경이 쓰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게 소수의, 다 그렇

게 보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고, 회사 분위기를 보면 이 정도는 많은 사람들이 

수용할만하다, 괜찮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다니고 있어요. 

(나정연, 28세, 공기업/사원)

이 외에 노출에 대한 규범은 옷이 아닌 여름용 샌들에서도 적용되었다. 

샌들에 대한 제재는 실내에서 돌아다닐 때 구두를 착용해야하는 직장에서 

주로 나타났다. 아래의 대기업 B의 사원은 암시된 복식규범에 의해 실내에

서 움직일 때 슬리퍼 착용이 금지되고, 재무부서로서 보수적인 분위기를 가

지고 있기에 발가락을 많이 드러내지 않는 토오픈 샌들밖에 허용되지 않았

다.  

샌들도 끈으로 된 샌들 있죠. 그거 안돼요. … 끈도 끈 나름이긴 한데요. 발등이 많

이 드러나는 게 안되고. 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샌들이냐면.. 토오픈 그 정

도? 발가락 많이 나오면 안돼요. 일단. 슬링백 정도. 끈이 막 얼기설기 안돼요.

(이다혜, 28세, 대기업 B/사원)

실내에서 슬리퍼를 착용하고 다닐 수 있는 직장에서는 샌들에 대한 규범

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지만, 슬리퍼를 신고 맨발을 드러내는 것은 금지되고 

있었다.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장 여성은 실내에서 슬리퍼의 착용이 가

능하나 맨발에 슬리퍼를 착용하여 발가락이 노출되는 것은 불가하기에 항상 

덧신을 착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사무실에서 맨발을 내놓고 있지 않잖아요. 여름에 샌들을 신고 출근해서 회사에서 

슬리퍼로 갈아 신으면 덧신을 신어요. … 왜냐면 저도 슬리퍼를 신고 화장실을 가

고 하는데, 그럴 때는 이제 맨발을 보일려면 신발을 다 샌들로 갈아 신고 끈 있는

걸로 그러고 가야하니깐. 얇은 끈으로만 된 샌들은 거의 안 신으세요. … 그런걸 

신고 저도 가기는 하는데, 신고가면 덧신을 신고 슬리퍼를 신죠.

(김연아, 32세, 국가기관/행정서기보)



- 50 -

  (2) 시선을 끄는 옷차림에 대한 규범

직장 내에서 다르거나 특이한 옷차림은 구성원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

며, 제재를 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직장 여성들은 직장 내 패션에 대

한 제재의 경험을 서술할 때, ‘튄다’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였고, 이를 ‘눈

이 따라가는 것’, ‘그냥 시선이 따라가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다음의 교사

는 학생들에 눈에 띄지 않게 복장을 착용하고, 옷을 특이하게 입지 말라는 

제재를 받아 시선을 끄는 옷차림에 대한 규범을 확인시켜 주었다. 

뭐는 입으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그니깐 뭐 학생들한테 눈에 띄지 않게.. 조신하

게 입고 다녀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 하셨고, 평소에도 이제.. 옷을 특이하게 입고 

온다던가..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건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 … 너무 이상하잖아요. 

규범은 없고, 그냥 눈에 튀면 지적하고, 아니면 뭐.. 나이 좀 많으면 말고 그니깐 

이런 식으로 하는거 같아서..

(조유진, 27세, 학교/교사)

시선을 끄는 옷차림에 대한 규범은 눈에 띄는 색상이나 디자인에 민감하

게 반응하는 것으로 노출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주로 원

색이거나 패턴이 많은 옷차림들이 규제의 대상이 되었고, 대기업 B의 사원

은 단정한 디자인의 스커트 색상이 핫핑크라는 이유로 제재를 당하였다. 

처음에는 많이 혼났어요. 치마길이, 색깔. 핫핑크를 입었다 안돼요. 혼나요. 길이는 

괜찮은데 핫핑크 치마를 입고 왔어요. 여름에. 근데 이게 뭐냐 놀러가냐 이래가지

고 그때 돌려서. 길이랑 상관없이 색깔이 튀거나, 디자인이 튀거나 이러면 안돼요.

(이다혜, 28세, 대기업 B/사원)

직장 여성의 명품 가방은 과시적 소비와 더불어 구성원의 이목을 끄는 

패션 아이템으로 나타났다. 최근 많은 직장 여성들이 명품 가방을 소유하고 

착용하고 있지만 경력이 적은 젊은 직장 여성이 샤넬과 같은 고가의 명품 

가방을 착용하는 것은 구성원들의 가방 브랜드와의 비교를 통해 은근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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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으로 발견되었다.  

조금 부정적일 거 같긴 해요. 약간 사치하는 애? 이런 느낌이 들 거 같아서 샤넬 

가방 산거에 대해서는 한명만 알고 있어요. 여긴 지방시도 잘 없어요. 거의 드는게 

프라다나 루이비통 정도.. 가끔 구찌. 페라가모나 이런거 드시는 분들도 되게 조그

마한 거.. 큰거는 잘 없어요. 

(김연아, 32세, 국가기관/행정서기보)

2006년 이후 ‘된장녀’ 논쟁으로 붉어진 명품 가방에 대한 남성 네티즌의 

부정적인 인식은 직장 내 남성 구성원들에 의해 그대로 투영되고 있었다. 

남성 구성원들은 직장 내 명품 가방을 착용한 여성들을 조롱하거나 비꼬듯

이 말하고 있으며, 젊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명품을 사기 위한 돈벌이로 치

부하는 극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젊은 직장 여성들은 구성원들의 시

선을 끌지 않는 적당한 선의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들을 착용하고자 노력하

고 있었다.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 비싼 가방 좋아하네 그래 넌 여자니깐, 여자들은 백을 좋

아하지 이런 정도의 분위기? 남자분들이 아무래도 된장녀 이런 이미지 있잖아요. 

… 근데 여자들끼리는 어 이거 예쁘다 그러는 편. 남자분들은 아예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싫어한다는 건 아닌데 약간 비꼬듯이 말씀 하시죠.

(이다혜, 28세, 대기업 B/사원)

처음에 제가 너무 어린 나이에 회사를 들어왔다고 다들 생각을 하세요. 공기업은 

좀 더 나이가 있는 분이 오시니깐.. 들어왔는데 너무 어리니깐.. 왜 이렇게 회사를 

빨리 왔냐 이렇게 했는데 누가 장난으로 ‘아 뭐 돈 빨리 벌어서 백 살라고 왔지 

뭐’ 그랬는데 저는 웃고 넘겼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퍼지고, 퍼지고 해서 그냥 

사실이 돼버린 거예요. … 제가 한번 선물을 받아서 샤넬지갑을 들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게 증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쟤 들어와서 샀다. 결국 샀다 뭐 

이제 다음에 백 살꺼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지갑도 잘 안 들고 다

니고 그래서 스스로 브랜드에 한계를 두고 있어요.

(강연주, 25세, 공기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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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여성 신장보다 큰 직장 여성들은 높은 굽의 구두를 착용하는 것이 

시선을 끄는 옷차림에 대한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키가 큰 직장 여성

은 하이힐을 신었을 때, 더 커지는 신장으로 구성원 사이에서 이목이 집중

되었고, 명품 가방처럼 남성 구성원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받고 있었다. 

다음 사례 속 공기업 작장여성의 키는 167cm이며 대기업 C 사원의 키는 

173cm로 여성의 평균 신장을 상회하기에 구성원의 시선을 끌게 되는 하이

힐을 착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저도 힐을 좋아해서 거의 10센치.. 가보시 있는 것도 있고.. 처음에는 회사에 많이 

신고 다녔어요. 근데 말했듯이 저희가 신으면 75 이렇게되잖아요. 그리고 더 커 보

이고 그런게 있어서 막 되게 좀 그렇더라구요. … 엘리베이터는 가깝잖아요. 그러

니 이게 너무 티가 나요. 쑥 올라와서.. 그래서 딱 타면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봐

요. 그게 너무 심해서.. 막 보고.. 어우 뭐했어..이러시니깐.

(강연주, 25세, 공기업/사원)

회사에는 안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회사에는 10센치 넘는 거는 웬만해서 안 신으려

고 해요. 너무 커져서. 너무 튀니깐. 무조건 튀는 걸 싫어하시니까요. 남자분들도 

여기 제일 크신분들은 180 이런데, 제가 73인데 이렇게 커져 있으면 좀 그렇잖아

요. 그니깐 이제 그냥 알아서 안 신게 되더라구요.

(이다혜, 28세, 대기업 B/사원)

직장 내에 튀지 않으려는 성향의 구성원들이 많을 경우 시선을 끄는 옷

차림에 대한 규범은 더욱 강하게 적용되었다. 공기업 사원의 직장 내에는 

자유롭게 옷을 입는 협력업체 소속의 직원들이 있지만, 본인이 소속된 정규

직의 직장 여성들은 튀지 않는 것을 좋아하기에 규범에 어긋나는 옷차림을 

하는 경우가 잘 없다고 응답하였다. 대기업 A의 사원도 아직 겨울 옷차림

을 해보지 않았지만, 튀는 색상을 시도하는 동료들이 없기에 대체로 무채색

의 옷차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여 직장 내 구성원의 성향에 따른 영향

을 보여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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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여자는 정규직원이 있고, 협력업체 직원 분들도 부분적으로 계세요. 

이 협력업체 직원분들은 되게 편하게 입고 다니세요. 좀 많이 짧은 것도 있고, 긴 

치마도 입고요. 그런데 정규직원 여자분들은 눈치 많이 보니깐 이런거는 잘 못입어

요. 사람들이 좀 튀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서 시도조차 안해요.

(나정연, 28세, 공기업/사원)

색깔 있는 거는 잘.. 근데 저희가 아직 겨울 시즌을 안 나봐 가지고 사무실에서.. 

근데 무채색이 될 것 같은 느낌. 옷 입는 스타일들 보면 그렇게 막 튀는 아이템을 

쓰는 사람은 없어요. 

(이현지, 28세, 대기업 A/사원)

90년대 이후 한국의 많은 직장은 직원의 개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만, ‘튀는 것은 불가’하다는 직장 구성원들의 응답을 통해 정작 남들과 다르

게 자신을 표현하고 소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었다. 이처

럼 한국 사회에서 남들과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은 직장 내의 

시선을 끄는 옷차림에 대한 규범을 형성하는 바탕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3) 캐주얼한 옷차림에 대한 규범 

직원들의 창의력을 증진시키고 유연한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실행된 

비즈니스 캐주얼과 캐주얼 데이의 영향으로 직장 패션의 경계가 많이 허물

어졌다. 커리어 우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직장 여성들은 세미캐주얼 

스타일을 즐겨 입으며 착용 시의 편안함 때문에 캐주얼 스타일을 선호한다

고 하였다.62) 그러나 실제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여직원들은 캐주얼한 

옷차림에 대한 규제를 느끼고 있었다. 

상의에서는 야상, 헐렁하고 프린트가 그려진 티셔츠 등이 대표적으로 나

타났으며, 직장에서 정장만을 착용해오던 기성세대들에 의해 단정하지 않고 

직장에 적합하지 않은 옷으로 생각되고 있었다. 

62) 최정욱, 정보경, “커리어 우먼의 의복 선호 경향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 웨어

에 관한 연구,” 한복문화학회 7, no.3 (2004):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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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상을 싫어하시는 과장님들이 참 많아요. 지금은 없는데, 지금 과장님 말고 바로 

전 예전과장님이 싫어하셔가지고.. 거적떼기, 푸대자루 등등 이런 언어를 사용하셨

기 때문에. 저도 야상은 있는데, 입고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윗사람이 싫어할만

한 건 알아서 안 입고 오게 되는 거 같아요. … 소장님이 그런 걸 싫어하면 메일을 

뿌리세요. 개인적으로 작성해서 센터에 쫙 뿌리세요. 그래서 단정한 복장을 공무원

에 맞는 옷차림을 해라. 너무 캐주얼 하게 입지마라 이러더라구요. 

(김연아, 32세, 국가기관/행정서기보)

티셔츠인데 되게 펑퍼짐한 캐주얼은 눈치 보이고. 면이라고 해도 약간 여성스러운 

거 있잖아요. 라인이 좀 잘 들어갔다거나 그런 거. … 야상이나 레깅스는 당연히 

안 되죠. 겨울에 점퍼는 많이 입어요. … 코트도 박시한 거 많이 입고, 야상은.. 별

로 없는 거 같아요.

(나정연, 28세, 공기업/사원)

비즈니스 캐주얼에서 허용되는 청바지의 착용이 불가한 직장도 있었다. 

학교, 국가기관, 대기업 A, B, C 모두 찢어진 청바지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청바지에 대한 명문화된 규범은 없었으나 국가기관, 대기업 B에 근무하는 

직장 여성은 암시된 규범에 의해 청바지를 착용할 수 없었다. 대기업 B의 

직장 여성은 직장 내 구성원들이 거의 바지를 착용하지 않으며, 캐주얼 데

이가 없기에 청바지를 입을 수 없다고 하였다.  

청바지 안돼요. … 거의 정장느낌의 치마를 많이 입으세요. 대부분 진짜. 월화수목

금이면 월화수목 정도는 치마를 입으시죠. 중간에 한번 바지 입으시고 다들. 저희

는 캐주얼 데이가 없구요.

(이다혜, 28세, 대기업 B/사원)

대기업 A는 ‘비즈니스 캐주얼’이 명문화되어 있기에 청바지를 착용하는 

구성원들이 있지만, 청바지의 색상과 워싱 정도에 따라 허용되는 기준이 다

르다고 하였다. 워싱이 많이 들어간 청바지는 안 되지만, 다리의 굴곡을 드

러내어 금기시 될 것 같은 스키니는 진한 색상이면 가능하여 불분명한 기준

을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청바지는 코디되는 아이템에 따라 허가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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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달라졌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청바지와 운동화를 함께 착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니깐 청바지를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단색이고 좀 진한 

색이면 괜찮은데, 막 워싱이 들어가서 너무 캐주얼한 느낌이 나면 그거는 안 되는 

거구요. 근데 스키니는 또 괜찮아요. 되게 알 수 없죠. 기준이 되게 주관적이에요. 

…운동화는 상관없는데 그걸 워싱 있는 너무 캐주얼한 청바지랑 입으면 안되고..

(진지희, 27세, 대기업 A/사원)

 비즈니스 캐주얼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은 국가기관에서도 유사한 사례

가 보여 졌다. 아래의 응답자는 운동화는 가능하지만 운동화 내에서도 스포

티한 이미지를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스니커즈와 같이 허용되는 적정

한 선이 있다고 하였다. 한 아이템 안에서도 아이템의 이미지에 따라 허용

되는 기준이 세분화 되어 있기에 규범을 따르는 데에 있어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다. 

여자분들은 오히려 운동화는 좀 괜찮은데 좀 뭐라그래야 되지.. 비즈니스 캐주얼처

럼 차려입은 것은 괜찮은데 운동화라고 해도 런닝화나 너무 운동할 때 신은 느낌

이 나면은 그런 것은 좀 싫어하시는거 같아요. 여자분들은 좀 세분화가 되어있어

서. 스니커즈는 되는데 스포티한거는 안되는.

(김연아, 32세, 국가기관/행정서기보)

Maysonave63)는 여성 비즈니스 캐주얼에서 슬림한 청바지는 테일러드 

재킷, 가죽 신발, 스타킹이나 양말과 함께 착용해야 하며 티셔츠와는 함께 

착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직장 여성들은 비즈니스 캐

주얼을 어떻게 착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다. 캐주얼한 옷을 

격식에 맞게 착용해야하는 비즈니스 캐주얼의 특성 때문에 ‘캐주얼’한 패션 

63) Sherry Maysonave, Casual Power: How to Powe Up Your Nonverbal 

Communication and Dress Down for Success (Austin, Tex.: Bright Books, 

1999),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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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은 규범을 적용하는데 있어 가변성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에 교육받는데 비즈니스 캐주얼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캐주얼이 

뭐지? 이러면서 막 먼저 취직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비즈니스 캐주얼이 뭐야 

어떻게 입어야돼? 근데 애들도 막 정확하게는 모르더라구요.

(김민지, 26세, 대기업 C/사원)

직장 내 다양한 범주의 복식규범에서 직장 여성들이 가장 불만을 갖는 

복식규범은 노출과 관련된 것이었다.<표 9>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숙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식은 완화되었고, 연구의 대상인 20·30대 직장 여성은 

직장 내 다른 연령대의 구성원에 비해 노출에 관대해진 사회에서 성장한 세

대이기 때문이다. 직장 여성들이 복식규범에서 갖는 노출에 대한 불만은 직

장 여성이 의복을 선택할 때 20대에서 50대로 갈수록 정숙성을 중시한다64)

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노출과 관련된 규범 중 짧은 

치마와 반바지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은 20대가 40대 이상

보다 짧은 치마길이를 적합하다고 보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긴 치마길이를 

제시한다65)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연관 지어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사회

적 통념에서 일반적인 규범에 동조하지 않으려는 ‘신세대’의 성향을 젊은 

직장 여성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심층면접을 종합하여 각 직장에 존재하는 복식규범을 명확하고 구체적으

로 밝히고자 하였으나, 복식규범은 앞에서 논의된 사례들처럼 여러 요인이 

상호작용을 하며 복합적으로 얽혀있기에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특성을 가지

고 있었다. 앞서 명문화된 복식규범에서 보이는 구체적이지 못한 표현과 암

시된 복식규범에서 나타난 가변성은 직장 여성들에게 패션스타일을 선택하

는데 있어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64) 박길순, 앞의 논문, 43. 
65) 김인숙, “치마길이의 연령규범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 19, no.4 (1995): 

58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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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불만 내용

1 김수경 짧은 하의 못 입는 것

2 조유진 조금이라도 튀면 안 되는 것

3 김연아 화장(스모키)을 진하게 못하는 것

4 장수연 반바지, 치마바지 못 입는 것

5 강연주 민소매 못 입는 것

6 나정연 짧은 하의 못입는 것

7 진지희 청바지 못 입는 것

8 이현지 기준이 모호한 것

9 김민지 반바지 못 입는 것

10 이다혜 캐주얼 데이가 없는 것

11 김정윤 없음

12 정소원 찢어진 청바지 못 입는 것

<표 9> 직장 여성들의 가장 큰 불만인 복식규범

＊모든 응답자들의 이름은 가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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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박 요인과 갈등

심층면담 내용 분석을 통해 직장 내에서 복식규범을 압박하는 요인은 부

서별 특성 및 구성원 특성에 의한 영향을 포함하는 타인으로부터의 압박과 

스스로의 검열에 의한 자발적 압박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1) 타인으로부터의 압박

  (1) 부서별 특성에 의한 영향

직장 내에는 다양한 하위 조직과 부서가 존재하기에 같은 직장일지라도 

근무하는 부서에 따라 복식규범이 압박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국가기

관에 근무하는 직장 여성은 이미 공무원이 된 친구의 복장을 참조하여 후드

티를 입고 출근하였다가 강한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같은 공무원일지라도 근무하는 기관에 따라 다른 암시된 규범이 

존재하기에 허용되는 옷차림에 있어 차이가 있었다.

전 입사하고 나서 처음에 후드티를 입고 왔어요. 그때 엄청 혼났거든요. 갈아입고 

오라고. 회사올 때 후드티를 입고 오냐.. 저는 정말 그때 몰랐어요. 처음에는 친구

들도 공무원 붙은 친구들 보면 후드티도 입고가고 청바지도 입고 가는데. … 그래

서 점심시간에 갈아입고 왔죠.

(장수연, 28세, 국가기관/행정서기보)

공기업에 근무하는 사원은 같은 직장 내에서도 층별로 다른 분위기를 가

진다고 말하였다. 본인이 위치한 사무실은 임원실과 가까워 복식규범이 좀 

더 보수적이고 강하게 작용하며, 임원실에서 멀어질수록 옷차림에 있어 보

다 자유로운 분위기를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층별로도 좀 달라요. 임원들 옆에 부서가 있으면 여긴 정말 눈치가 많이 보이거든

요. 제가 작년부터 올해에 여름까지는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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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데 계시는 분들이랑 멀어지는 층일수록 좀 더 자유로워져요.

(나정연, 28세, 공기업/사원)

대기업 A에 근무하는 사원 역시 직장 내 층마다 다른 복식규범 때문에 

부서배치를 받고 당혹스러운 경험을 겪었다. 이 사원이 제재를 받은 아이템

은 청바지였는데 금지되는 옷차림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신입교육을 받

은 부서의 구성원들을 참고하여 청바지를 착용하였으나 새롭게 배치 받은 

부서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다. 

파트장님이 저 처음 들어왔을 때 좀.. 그니깐 진짜 층 마다도 분위기가 다른게 저 

OJT 받았던 데서는 진짜 옷이 되게 자유로웠어요. 막 워커 신고 워싱 들어간 청바

지에 염색하고 후드 집업 같은 거 그냥 입고 다니고.. … 그래서 이제 부서에 처음 

들어가는 날이었는데 청바지에다가 막 속에는 나시티 입고 위에 헐렁헐렁한 흰색

하고 라임색하고 스트라이프 된 그런 셔츠를 살짝 걸치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첫

날 그렇게 가고 둘째 날에는 스키니진 청바지에다가 검정색, 이번엔 블라우스 같은 

느낌이 나는 얌전한 셔츠를 입었는데 그날 저녁에 파트장님이 회식할 때 ‘아 청바

지는 입고 오지마’ 딱 그러시더라구요. 

(진지희, 27세, 대기업 A/사원)

회사와 같이 특정한 부서가 없는 학교에서도 학년별로 있는 교무실에 따

라 규범의 압박정도가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동시에 부서를 구성하

는 구성원들이 압박의 강약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처음에는 제가 나이 많으신 분들이랑 같은 교무실에 있었고, 그때는 여자 선생님들 

중에 일부가 진짜 심한 청치마 미니스커트 그런 거 입고 그런 게 눈에 많이 띄어

서 되게 안 좋게 봤는데, 지금 학교 상황이 젊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다

가 우리끼리만 같이 지내고 다른 사람을 만날 일이 없으니깐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올해 들어서는 교무실 구성상. 내년에 또 어른들이랑 지내면 더 신경을 써

야죠.

(김수경, 28세, 학교/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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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직장 내 복식규범은 직장 여성들이 속한 부서에 

따라 압박되는 정도가 달라지며, 부서 내에서 형성된 암시된 규범이 명문화

된 규범보다 구체적이고 강하게 작용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그 부서를 구성하는 구성원에 의한 압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였

다.

  (2) 구성원 특성에 의한 영향

Rabolt, Drake66)는 직장 여성에게 남성 상급자가 가장 규범적인 영향력

을 제공하였고, 여성 상급자, 동료, 여자 친구가 그 뒤를 따랐다고 하며, 이

는 일반적으로 남성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권위의 위치에 있고 승진과 임금

을 고려하는 긍정적인 승인을 강화할 수 있는 이래로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

였다. 심층 면접 결과에서도 복무규정이나 사규에 명시된 조항보다 직장 여

성들에게 옷차림에 대해 가장 많은 지적이나 제제를 가하는 대상은 주로 관

리자 위치에 있는 상급자들이었다. 그러나 직접적인 제제를 가하는 대상은 

주로 여성 상급자들이었으며, 남성 상급자들은 눈치를 주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전달하는 등 간접적이면서 소극적인 제재를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동료들은 직장 여성들에게 상급자들보다 약한 제재를 가하고 있었다.

   ① 간접적인 남성 상급자 및 직접적인 여성 상급자

심층 면접 결과를 종합해 보면 직장 여성들은 주로 남자 상급자의 간접

적인 지적과 여성 상급자의 직접적인 제재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선행연구

와는 다르게 남자 상급자의 직접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을 현대 

사회에 들어 대두된 직장 내 성희롱 문제와 연관을 지어 이해할 수 있었다. 

남성 상급자가 젊은 여직원에게 옷차림, 특히 노출과 관련된 옷차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기에 남자 상급자는 직접적인 제재에

66) Nancy J. Rabolt and Mary Frances Drake, 앞의 논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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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한 발자국 떨어져 있게 되고, 주로 선배여직원들이 젊은 여직원들에게 

직접적인 압박과 제재를 가하게 되었다. 다음의 사례들을 통해 남성 상급자

와 여성 상급자의 제재에 대한 역할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거의 과장님들은 남자분이니깐 직접적으로 대놓고 너 입지마라고 지적은 안하는데, 

밑에 팀장님들한테 지적을 해서 팀장님이 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죠. 여름에 나

시 입고 온 여직원분이 있으니깐 팀장님이 가서 나시 입지 말라고 어깨 덮는 거 

입고 오라고 얘기하죠. 그분은 여자 팀장님이셨구요. 과장님이 얘기 하니깐 얘기 

하시더라구요. 

(김연아, 32세, 국가기관/행정서기보)

같은 부서에 젊은 분들이 있고 또 부장님급 되시는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이 있

잖아요. 그러면 같은 옷을 입어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좀 너무 짧은 거 아냐 이

러시고.. 아무래도 나이 많으신 분들이 눈치를 주시죠. … 부장님도 직접적으로는 

뭐라고 안하시는데, 예를 들어 제 동기의 어떤 여자 동기가 있었는데, 이 동기 반

바지가 짧았어요. 여름에. 그랬더니 지나가는 말로 요즘에 여자애들이 바지가 짧다.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어떤 분들

이 들어서 전달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직접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세요. 윗분들

도 많은 사람들 통해서 돌려서만 얘기하거나 그러죠. 

(나정연, 28세, 공기업/사원)

그러나 직장 내에서 남성 상급자의 직접적인 제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앞서 제시된 사례의 공기업 사원은 남성 상급자에게 직접적인 제

재를 받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사원은 성희롱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험이 있었다. 다음 사례를 통해 남성의 상급자더라도 성향에 

따라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서 내 60명의 구성원 중에 젊은 

여직원의 수가 매우 적은 것이 남성 상급자가 거리낌 없이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원인으로 볼 수 있었다. 

지금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민소매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진짜 더워서 한 2-3일을 민소매를 입고 갔었을 거예요. 근데 항상 저를 유심히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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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떤 상무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맨날 봤는데, 제가 맨날 민소매를 입고 오니깐 

그날은 한마디 하신 거예요. 저한테 안하고 팀장님한테, 야 김팀 넌 좋냐, 너 밑의 

얘가 이렇게 입고 오는데 관리안하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 같이 있는데 다 들

리게. 이러니깐 팀장님이 나가시면서 벗고 싶어서 그런가 보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순간.. 이건 성희롱인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그래서 그때 진짜 놀랬

어요. 진짜 그게 노출이 있는 옷이 아니었거든요. 민소매이긴 민소매인데, 약간 크

림색의 다 길고 이런 옷이었는데, 뒤에만 쉬폰이고.. 그 얘기 듣고 그 다음부터는 

민소매를 안 입었어요. 너무 기분 나빠서. 

(강연주, 25세, 공기업/사원)

드물게는 직장 내 부서에 따라 규범을 압박하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대기업 C의 마케팅 부서 직원은 오히려 남자 부서장이 사

원들보다 자유로운 패션스타일을 추구하기에 제재를 가하는 대상이 없다고 

하였지만, 인사부서에 근무하는 사원은 남자 부서장의 눈치와 압박을 많이 

받고 있었다. 이처럼 같은 직장 내에서 부서장의 성향에 따라 직장 여성에 

대한 복식규범의 압박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정소원: 인사팀에서는 여자는 그래도 그나마 약간 자유롭기는 해요. 근데 남자분들

이 원래는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았는데, 이번 1월 1일자로 상무님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컨설턴트 IBM 출신이시거든요. 약간 되게 막 정장.. 풀 정장 입으시

거든요. 그거를 좋아하시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한 

때 되게 힘들어했었어요. 

김정윤: 우리는 상무님이 남자분이신데도 귀걸이하고 다니시거든요. 한쪽 귀에. 그

래서 아무말씀 안하세요.

(김정윤, 27세 & 정소원, 26세, 대기업 C/사원)

대기업과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장 여성들의 복장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

급하는 사람은 여성 상급자들이었지만, 대부분 돌려서 얘기하거나 조언과 

같은 뉘앙스로 지적을 하였다. 그러나 교사들은 지적의 경험을 서술할 때, 

‘혼이 났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보다 직접적이며 강도 높은 제재를 받는 것

으로 보여 졌다. 다음은 대기업과 학교에 근무하는 직장 여성이 각자 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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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지적을 받는 상황을 표현한 사례로 제재 강도의 차이를 여실히 보

여주고 있었다. 

여자는 여자가, 남자는 남자가 뭐라고 하고요. 혼을 낸다기 보다는 야 이거 짧다

고.. 인사팀 지적 안 받았어?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말씀 하시죠. 그러니깐 그게 입

고오지 말라는 소리죠. 복도에서 인사팀이랑 마주치고 하긴 하는데, 그 사람들도 

다이렉트로 말하진 않고 이제 팀장이나 부서장한테 이야기 하긴 해요. 오늘 아침에 

누구 치마 짧더라, 걔 반팔입고 왔더라, 걔 슬리퍼 신고 다니더라 이렇게.

(이다혜, 28세, 대기업 B/사원)

빈티지를 좋아해서 몇 번 롱치마 이런거 입었다가 혼났어요. 그니깐 색깔도 괜찮고 

아예 긴거 였는데 소재가 너풀너풀 거리니깐.. 저지였어요. 이게 선생님 같은 스타

일은 아니라고. 아침에 거울을 한번 보고 오라고.. 교감선생님이. 제가 한번 그렇게 

하고 오면 좀 따라오시는... 화장실로 갑자기 쪼르르 오셔서 말씀하시고. 

(조유진, 27세, 학교/교사)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에는 학생이라는 제 3의 구성원이 존재하기에 동료

나 선배 교사들보다 학생들의 시선이 부담감과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남녀공학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남학생에게 성적으로 비춰지는 시선에 

대해 상당한 경계를 하고 있으며, 그것이 옷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압박으로 

작용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권고나 학교에서 나를 어떻게 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입고 싶은 것은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업을 할 때 직접적으로 정말 짧

은 치마나 이렇게 퍼지는 치마를 입고서 수업을 하면 애들이.. 남자애들이 보는 앞

에서 거의 솔직히 얘기해서 뭐라고 해야 하나.. 연예인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나는 그 앞에서 나만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깐 신경이 

쓰이긴 많이 쓰여요. 

(김수경, 28세, 학교/교사)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장 여성에게도 직장 구성원 외에 민원인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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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압박이 나타났다. 이는 영업 및 서비스 직종의 직장인이 타인의 시선에 

의한 외적인 이미지를 중시하는 경향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저는 아예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요. 너무 위화감 느끼게 반지라던

가 매니큐어를 칠한다거나 목걸이를 심하게 하거나 하면 그 사람들한테 조금 거리

감이 느껴져서 그런 거를 좀 피하라고 하셔서요. 그래서 신경이 많이 쓰이죠.

(장수연, 28세, 국가기관/행정서기보)

   ② 모순적인 직장 동료

 면접 대상자들의 동료들은 보수적인 복식규범에 대해 답답해하면서도 

서로의 옷차림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동료애

적인 마인드로 서로에게 곤란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복장에 대한 지

적을 서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사례를 살펴보면 제재나 금지가 아닌 ‘놀

림’, ‘장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상급자들에 의한 압박보다 제재의 정도

가 약함을 알 수 있었다.   

하루는 갔는데 막 그 무슨 소재지 주름 많은 소재, 마? 린넨. 린넨소재 반바지에다

가 린넨 소재 흰색 셔츠를 입었는데, 아 이건 거의 너무 편안한거야. 그러고 앉아 

있으니깐, 그리고 반바지에요. 아 언니 때문에 그 (복무규정) 메일 온 거라고. 언니 

때문이네. 서로 반 놀림 하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진지희, 27세, 대기업 A/사원)

그러니깐 이런 거예요. 친한 사이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 만약에 쉬폰에 호피무늬

를 입고 왔어요. 그러면 야 오늘 너 치타냐? 이렇게 장난치면서. 근데 이렇게 튀는 

걸 입고 오면 관심이 보이고 서로 그런 걸 얘기하죠.

(김정윤, 27세, 대기업 C/사원)

직장 여성들에게 복식과 관련된 규범에 대해 직접적인 압박을 주는 대상

으로는 여자 관리자와 나이든 선배 여직원이며, 간접적인 압박을 주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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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규범을 압박하는 구성원

학교 관리자격인 여자 교감 선생님, 선배 여교사, 학생 (특히 남학생)

국가기관 과장님, 소장님 등의 남녀관리자, 여자 선배 직원, 민원인

공기업 나이가 많은 남자 관리자, 40대 이상 여자 선배 직원

대기업 A 팀장님이나 부서장 등의 남자 관리자

대기업 B 팀장님과 같은 남자 관리자, 남녀 선배 직원

대기업 C

인사/마케팅
남자 부서장 / 없음

<표 10> 각 직장별 구성원에 의한 압박

은 남자 관리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직장 동료들은 상급자들보다 약한 제

재를 하고 있으며, 학교와 국가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장 여성들은 학생과 

민원인 같은 추가적인 요인에 의해 규범을 압박받고 있었다.<표 10> 

그러나 구성원에 의한 압박은 연차가 적은 직원들에게만 해당되며, 경력

이 쌓일수록 규범에 대한 압박이 사라지게 된다고 하였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직장 내에서 구성원에 의해 복식규범의 압박을 주로 받는 구성원은 3

년차 이내의 젊은 사원들임을 알 수 있었다. 

복무규정은 우리한테만 적용되는 거 알잖아. 사실은 전설의.. 1년 내내 등산화만 신

은 분도 있으시잖아요. 일년 내내 등산복만 입고 오는 아저씨도 있는데.. 다 상관없

어요. 위로 올라가면 복무규정은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 3-4-년차 정도 되면 

그냥 입고 싶은 대로 입고 다니는 거 같아요, 거의. 

(진지희, 27세, 대기업 A/사원)

직장 내에서 기성세대로 분류되는 상급자들에 의해 젊은 직장 여성에게 

가해지는 강한 압박은 한국사회에서 자주 나타나는 세대 간의 갈등과도 유

사한 양상을 보인다. 또한 직장과 같은 수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위계질서가 

중요한 집단에서는 복식규범이 형성되고 적용되는데 있어 상급자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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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발적 압박

직장 여성들은 직장 내 복식규범을 잘 알고 인지하기에 패션 아이템을 

선택하는데 있어 자발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주로 아침에 출근용 옷차

림을 선택할 때와 쇼핑을 할 때의 두 가지 상황에서 나타났다. 

출근 준비를 하며 직장에 입을 옷을 선택해야 할 때, 직장 여성들은 많

은 갈등을 느끼고 있었다.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직장 여성은 출근용 옷을 

선택할 때 고민과 질문을 통한 자발적인 검열을 하여, 새로운 스타일을 시

도하기보다 항상 입던 직장에 적절한 스타일을 착용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

니 장롱 속에는 무채색의 기본 스타일만 남게 되었다고 하였다.

아침에는 솔직히 이걸 입고 갈 수 있을까 없을까가 많죠, 사실. 청재킷도 입고 싶

고 가죽재킷도 입고 싶은데요. 그걸 주말에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재킷 

입고 가면 좀 그런가.. 안에 너무 튀나? 이런 거 고민도 되고. 시스루 블라우스도 

샀었거든요. 아 이거 너무 야한가 그러기도 하고 항상 그거 입을 때도 이어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야한가? 그래 보이는가 싶기도 하고. 살때는 예뻐서 사기

는 하는데. 결국 그래서 항상 있는 거 기본만 입게 되고 색깔도 약간 검은색 남색 

회색 위주로 입게 되는 거 같고. 장롱 보니깐요 다 검은색 옷에 검은색 회색이고.. 

(장수연, 28세, 국가기관/행정서기보)

대기업 B에 근무하는 직장 여성은 구매한 옷을 처음 착용할 때 직장에 

입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하였다. 또한 직장 내 복식

규범에 어긋나는 복장을 하였을 경우 심적으로 위축되어 자발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아 새로 산 옷을 개시할 때 이걸 입을 수 있나 없나 이런 생각을 해야 하니깐. 저

는 충동구매로 사는데 아침에 입으려고 하는데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한번 길이가 좀 짧은 원피스를 입었는데 너무 불편했어요. 그냥 혼자 스스로 뭔가 

조마조마하고 위축되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데 막 그날 신경이 너무 많이 쓰

여서.. 그래서 그것도 거의 안입고.. 

(김민지, 26세, 대기업 B/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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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구매한 패션 아이템에 대한 고민과 갈등은 직장 내 복식규범을 의

식하지 않고 구매하거나 충동구매를 했을 때 많이 나타났다. 직장 여성들은 

쇼핑 시에는 자신만의 미적 기준과 선호 스타일에 따라 의복을 구매하지만 

출근할 때에는 직장 내 복식규범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다. 쇼핑 시에도 

복식규범을 의식하는 직장 여성들은 패션 아이템을 구매하는데도 자발적 압

박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보통 어른들이 보기에 짧은 치마를 입고 왔는데, 예쁘게 예쁘게 하다보니깐 점점 

짧아지고 사실 요즘 트렌드가 치마길이가 짧잖아요. 반바지도 짧고, 옷을 못사요. 

(김수경, 28세, 학교/교사)

그냥 아이템 따라 사는 거 같아요. 그냥 보다가 길이가 맞다 싶으면 사고.. 쇼핑몰

이든 백화점이든...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보고, 아 이정도 길이 사고 싶다 그러면 

그것만 찾아요. 그날은. 보이면 사고 아니면 말고. 아쉬울 때가 많아요. 

(강연주, 25세, 공기업/사원)

직장 여성들은 직장 내 복식규범을 인지하고 적절한 복장에 대해 끊임없

이 고민하며 자발적인 검열을 행하고 있었다. 쇼핑에서도 직장에서 적절한 

복장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구매하며, 적정한 기준에 미치는 옷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구매를 포기하는 등 자발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을 발견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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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직장 여성의 개성추구 행동

제 2 절 직장 내 복식규범과 개성추구

1. 개성추구 행동

직장 내 복식규범과 압박요인을 살펴보면서, 많은 직장 여성들이 복식규

범과 개성추구의 욕구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갈등 속에서 실제로 직장 여성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의 개성을 추구하려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유형화하여 정

리하였다. 그 결과 <그림 9>와 같이 직장 여성들이 개성추구와 순응 사이에

서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패션스타일을 표현하고 있었다. 

 1) 개의치 않음 

직장 여성들이 개성을 추구하기 위한 가장 극단적인 행동으로, 집단에서 

요구하는 규범과는 상관없이 자기 나름대로의 패션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이

다. 이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동일시나 규범적 영향을 많이 받지 않으며, 자

신이 좋아하거나 자신에게 어울리는 의복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의복 독

립’의 개념과 유사하다.67) 직장 여성들은 직장 내 복식과 관련된 규범에 어

긋나는 옷차림으로 인해 혼남, 지적과 같은 직접적인 제재를 받은 적이 있

67) 박혜선, 이은영, “의복 동조의 개념적 구조,” 한국의류학회지 15, no. 3, 

(1991):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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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재에 대해 신경 쓰지 않거나, 자신의 스

타일을 계속 고수하였다. 

교사인 한 응답자는 자신이 제재에 대해 개의치 않아 할 수 있는 이유를 

인사고과와 연관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이는 개인 신념의 문제라고 하

였다. 다른 교사의 경우 자신에게 가해진 제재가 화장법과 같이 굉장히 사

소한 것까지 해당되었고, 자신의 단점을 커버하는 것과 연관되기에 이를 받

아들이지 않았다. 

근데 그게 구성원 자체가 너무 젊으니깐 최근에 어른분들이 얘기해서 혼나긴 했는

데 개의치 않아요. 바꿀 수 없어요. 왜냐면 뭔가 인사고과라던지 그런.. 직접적인 

타격 이런 게 아니고 뭔가 그냥 어르신들은 그냥 이렇게 뭐랄까 뒤에서 하는 말.. 

그 정도로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사실. 그냥 개인 양심의 

문제이고 그냥 내가 입겠다하는. 확고한 의지의 차이이죠. 성격차이나. 

(김수경, 28세, 학교/교사)

저 아이라이너 너무 진하게 그렸다고.. 올려서 그려서. 선생님 그러면 애들이 선생

님 눈꼬리만 봐요? 막 그러기도 하고. 교감 선생님이 뭐 TV에서 나오니깐 애들한

테 익숙할 수 있겠지. 하지만 뭐지.. 애들이 궁금증을 너무 불러일으키면 안 된다면

서.. 근데 계속 하고 다니죠. 제 눈이 쳐졌는데 어떡해요. 

(조유진, 27세, 학교/교사)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원은 처음에는 규범에 맞는 옷차림을 시도했다가 

성격에 맞지 않아 캐주얼한 복장으로 바뀌었으나, 주변에서도 이렇다 할 지

적이 없어 계속 유지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공기업에 근무하는 다른 응답

자 역시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패션스타일을 표현하고 있으며, 외부 

인력들이 많고 그들이 자유롭게 입기 때문에 자신도 제재를 당하는 일이적

다는 상황적 요인을 설명하였다. 이렇게 응답자들은 개인적인 의지와 직장 

환경에 따른 상황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복식규범에 개의치 않고 개성

을 추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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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입는거 같아요. 물론 저도 처음에는 정장 옷 이런거 

사고 했거든요. 나름 블라우스도 있곤 했는데, 성격에 안맞아서 이렇게 입는데 이

렇게 입어도 지적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정장입으면은 사람들이 맨날 저보고 소

개팅하러가냐고 물어보고. 평소에 워낙 캐주얼하게 입고 다녀서 그런 거 같아요. 

<사진 1>

(김정윤, 27세, 대기업 C/사원)

여자분들은 거의 차려 입어요. 제가 좀 제일 캐주얼 하게 입는 편이에요. 여자 선

배들은 별로 말을 안해요. 수가 너무 적어서. 젊은 여자만 5명? 60명 중에 5명? 

저희는 사업부서기 때문에 엔지니어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약직이라던지 

정규직을 제외한 인원이 많아요. 엔니지어도 많고 외부인력도 많다보니깐 오히려 

자유로운 거 같아요. 그쪽 분들은 이런걸 터치를 안하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 때문

에 저도 약간 묻어가는 편이에요. <사진 1>

(강연주, 25세, 공기업/사원)

<사진 1> 개의치 않음의 패션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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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돌 상황의 회피

 개의치 않음이 규범에 대한 완전한 자유로움을 나타낸다면, 충돌 상황의 

회피는 의복 선택은 자신의 취향을 따르나 규범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감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행동의 제약을 받는 것이다. 직장 여성들은 자신의 원

하는 패션스타일을 추구하였을 때, 행동반경을 줄이거나 제재를 가하고 충

돌을 일으키는 대상을 자발적으로 피하고 있었다. 

다음의 사례에서 교사는 짧은 치마와 같이 규범에 반하는 스타일을 착용

했을 때 자리를 이동하지 않으며 행동반경을 줄였고, 공기업 사원의 경우는 

본인이 속한 부서보다 더 보수적인 규범을 가진 층으로 이동하는 것을 피하

였다.  

되게 짧은 치마 입고 온 날은 하루 종일 정말 짱 박혀 있어요. 제자리에. 구석에. 

절대 돌아다니지 않고. 

(김수경, 28세, 학교/교사)

저는 입고 갔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안 입는 거 같아요. 형광색 나비 그려져 

있는 티셔츠 입고 갔었어요.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입고 올 

때 다른 층엔 안 가요. 다른 층에 갈 때는 좀 신경이 쓰이죠. 층마다 분위기가 달

라서. 

(강연주, 25세, 공기업/사원)

직장 여성들은 이미 집단 내의 복식규범을 잘 인지하고 있으므로, 자기검

열을 통해 업무와 관련이 되어있더라도 충돌을 일으킬만할 대상을 의도적으

로 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전자결제를 주로 이용하는 대기업과 달리, 

학교나 국가기관과 같이 전자결제는 형식적으로만 사용하고 서면 결제를 중

요시하는 공무원 조직에서 충돌 상황을 회피하려는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났

다.  

제가 매니큐어 갈색을 바르고 왔어요. 근데 한번 바르니깐 좀 연한 거 같아서 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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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두 번 발랐는데 너무 진한 거예요. 지울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학교를 왔거든요. 

근데 엄지가 너무 거슬리는.. 너무 거슬리는데 결제를 받아야 해요. 교감 쌤한테. 

그래서 그날 재꼈어요. 결제를. 못 가겠어서. 엄지손 때문에. 이렇게 낼 수는 없잖

아요. 

(조유진, 27세, 학교/교사)

결재 받을 때 쫌 신경 쓰일 때가 있는데..이제 과장님 결재를 받을 때는 조금 신경

을 더 써요. 소장님이나 더 올라가는 결제를 받을 때는 아 오늘은 못갈 의상이니깐 

내일 가겠다고..다음날 뭘 입고 출근을 해야 되나.. 고민해서 올라가고. 

(김연아, 32세, 국가기관/행정서기보)

자신과 충돌을 일으키는 대상이 자리를 비웠을 때에는 그동안 입지 못하

고, 본인이 선호하는 패션스타일을 마음껏 착용하여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

하고 있었다. 다음의 사례에서 교사는 직장 내에서 복식규범을 압박하는 대

상인 교감 선생님이 출장을 가시자 평소 입지 못했던 패션스타일을 시도하

였다. 

근데 요즘 교감 선생님이 자리를 자주 비우셔서.. 일주일 동안 출장 가셨어요. 그래

서 평소에도 막 배바지? 하이웨이스트 바지 바로 입고. 상의도 좀 짧은 거 입고. 

(조유진, 27세, 학교/교사)

 

직장 내에서 인정을 받거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복식과 관

련된 규범을 따르는 것과는 달리 직장 여성들은 비난을 받을 상황과 대상을 

유연성 있게 회피함으로써 자신의 패션스타일을 고수하고 있어 개성 추구와 

가까운 정도로 해석될 수 있었다. 

3) 복식규범과 개성의 절충

 

본 연구에서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적응과 자신을 돋보이기 위한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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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스타일을 표현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지는 사례가 가장 많이 등장하였고, 

이를 복식규범과 개성의 절충이라 명하였다. 절충의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옷을 더 입거나 갈아입어서 제재 받을 아이템

을 제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의 개성이 가미된 색이나 아이템을 포

인트로 주거나 믹스 매치하여 디자인 요소를 활용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자신만의 캐주얼 데이를 만들거나 개성을 추구하는 옷차림을 빈도를 조절하

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연차가 쌓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1) 제재 받을 아이템 제거

직장 여성들은 직장의 복식규범과 어긋나는 옷차림을 하였을 때 또 다른 

패션 아이템을 추가하거나 직장에 적절한 옷차림으로 갈아입어 제재 받을 

아이템을 제거하고 있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직장 여성들은 민소매나 시스루 룩의 상의를 착용

하였을 때 가디건이나 재킷 등의 아우터를 추가적으로 걸쳐 노출되는 부위

를 축소하였다. 또한 여름을 제외하고 짧은 하의를 착용할 때에는 검은 스

타킹이 이러한 요소를 제거하는데 유용한 아이템이 되고 있었다. 검은 스타

킹은 가시적인 피부의 노출을 없애주고 단정한 느낌을 주기에 직장 여성들

에게 가장 간편히 선호되는 스타일이었다. 

그리고 민소매.. 입고 처음에 그 여자 반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로는 민소

매 입고 들어가지는 않고 민소매 입고 가린 다음에 그다음에 교무실에서는 벗고 

있고. 그정도? 수업 들어갈 때는 가디건 이런거 하나 걸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디건이 많아요. 민소매 입고 가디건 입으니깐. 그러면은 팔이 있다고 된 거야. 안

보이니깐. 그래도 비치긴 하는데 팔이 있다고 되는 거죠. 

(김수경, 28세, 학교/교사)

평상시에는 저도 짧은 거 입는데 회사에는 안 입고 나오죠. 회사에서 가장 짧게 입

은 건 허벅지 반 정도? 근데 검정색 스타킹 신고 진한 거 신고 부츠로 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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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32세, 국가기관/행정서기보)

제가 자주 즐겨 입는 치마바지스타일이 있는데, 그것도 완전 조금 짧거든요. 길진 

않은데, 거기다 검은 스타킹을 신으니깐.. 딱 봤을 때 여자들은 단정해 보이면 되는

거 같아요. 

(정소원, 26세, 대기업 C/사원)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다음의 응답자는 금지되는 반바지를 입고 출근했을 

때, 캐비넷 속의 적절한 치마로 갈아입어 제재 받을 반바지를 제거하였다. 

또한 대기업 B에 근무하는 직장 여성은 회사까지는 운동화를 착용하고 출

근하지만 1층 로비에서 갈아 신는 방법을 통해 절충을 시도하고 있었다.

여름에 너무 더울 때 반바지를 입고 출근을 하잖아요? 그럼 항상 회사용 치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소장님을 만나러 가거나 혹시 일어나서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으면, 치마를 갈아입었어요. 한 무릎 위 십센치 되는 치마로. 

(장수연, 28세, 국가기관/행정서기보)

운동화도 신고 싶은데 맨날 발이 아파서.. 근데 아직 좀 눈치가 보여서... 아 운동

화 신고 출근한 날은 1층에서 갈아 신고 올라갔어요. 레인부츠도 그러시는 거 같아

요. 사무실 내에서는 다들 슬리퍼를 신고 다니니깐.. 

(김민지, 26세, 대기업 B/사원)

다음 사례의 직장 여성은 매니큐어를 바르는 것을 좋아하며 자신의 개성

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상급자에 의해 규제되고 있었다. 그

럼에도 매일 매니큐어를 바르고 출근하지만, 회사에 리무버를 준비하여 제

재를 받을 상황이 닥쳤을 때 언제든지 매니큐어를 지울 수 있게 하였다. 

자리에 파티션이 없어요. 파티션이 있어도 결재를 받는 일이 많으니깐.. 들어가면 

(매니큐어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 리무버를 준비해 뒀어요. 갑자기 결

제 받을 때 지우고 들어가려고. 

(김연아, 32세, 국가기관/행정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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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장 여성은 의복 구매 시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의 

스커트가 너무 짧을 경우 수선을 통해 길이를 늘려 착용하여 개성과 규범 

사이에서 패션스타일을 조절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름에 문제에요. 여름 파는 게 길이가 점점 짧아지니깐. 예쁘다고 사고 싶

잖아요. 그런데 막상 입고 다니면 눈치 보이거나 못 입으니깐 그게 좀 정말 그렇더

라구요. 보기만 하고. 저는 그래서 약간 늘려달라고 해요. 수선. 그런 적이 많았어

요. 

(나정연, 28세, 공기업/사원)

  (2) 디자인 요소의 활용

다양한 복식규범 속에서 직장 여성들은 단조로울 수 있는 직장 내 옷차

림에 색상이나 실루엣 같은 디자인적 요소들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패션스타

일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첫째, 직장여성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스타일과 직장에서 요구하는 스타일

을 믹스매치하여 개성을 추구하고 있었다. 아래의 교사는 빈티지 스타일을 

선호하지만 직장에서 허용될 수 없기에 정장 스타일 안에서 소재와 색상이 

빈티지스러운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었다.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직장 여성은 

자신이 원하는 루즈한 핏의 티셔츠를 착용하지만 그 아래 단정한 스타일의 

스커트를 착용하여 직장 패션의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었다. 

 

약간 소재나 색깔 면에서 같은 빈티지라도, 막 색깔도 빈티지도 소재도 빈티지고 

다 그런 게 아니라 그중에서는 정장 쪽인 요소들이 이렇게 있는. 

(조유진, 27세, 학교/교사)

경계에 있는 옷은 여름에 헐렁한 박스티 정도? 그런데 결국엔 밑에는 얌전한 치마

를 입고 집어 넣어서 입었어요. 꺼내 입었다가 넣고.. 티셔츠지만 그래도 갖춰 입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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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 싶게. 무늬가 막 있는건 아니니깐.. 그렇게 입었어요. 

(김연아, 32세, 국가기관/행정서기보)

둘째, 복식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복장에서 포인트가 되는 아이템을 사용

하여 개성을 추구하려는 직장 여성들도 있었다. 공무원으로써 주로 무채색

의 의상을 착용하는 직장 여성은 가을과 겨울철에 화려한 색상과 패턴의 스

카프를 통해 포인트를 주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스카프를 구비하고 

있었다.<사진 2> 대기업 C에 근무하는 직장 여성 또한 항상 갖춰진 스타일

을 입어야하기 때문에 구두나 가방 같은 액세서리에 많은 시간과 정성을 투

자하여 포인트로 활용하고 있었다. 

옷은 너무나 똑같이 입어야 하고.. 검은치마, 회색치마, 남색치마..…아 그리고 스카

프 많아요. 집에. 무채색이 많아서 주로 포인트는 스카프로 해서 스카프가 집에 8

개인가 있는 거 같아요.

(장수연, 28세, 국가기관/행정서기보)

오히려 옷 고르는 데는 별로 시간이 안 걸리고, 구두나 가방 매치하는데 시간이 걸

려요 그래서. 옷은 빨리 고르는데, 귀걸이 이걸 해볼까? 이렇게 액세서리 고르는데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에요. 옷은 어쩔 수 없으니깐 액세서리나 구두로라

도. 다들 지적하는 게 제가 한창 반항하듯이 정장만 입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투

피스로. 그때 그러시더라구요. 다혜님이 액세서리가 화려해진다고. 알 이따 만한 진

주랑 아니면 반짝반짝한 귀걸이 하고 오고. 옷은 누가 봐도 너무 단정한데.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가방에도 반짝반짝한 이런 거 달려있고. 

(이다혜, 28세, 대기업 B/사원)

직장 여성들은 단조로운 직장 패션 내에서 귀걸이, 목걸이, 구두 등 주로 

액세서리를 통해 개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났다. 이는 사무직 여성

들이 패션 연출에 관심이 높고 액세서리 활용도가 높다68)는 선행연구의 결

68) 허갑섬, 이병화, “패션연출 방법에 관한 조사 연구: 직장여성을 중심으로,” 한

국의류학회지 23, no. 1 (1999):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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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와도 일치하며, 액세서리에 대한 활용이 높은 원인은 직장 내 복식규범에

서 액세서리에 대한 제재가 적고 전체적인 패션스타일에서 작은 부분을 차

지하기 때문이라 이해할 수 있다.

  <사진 2> 디자인 요소를 활용한 패션스타일

  

  (3) 개성추구의 빈도 조절

매일매일 반복되는 옷차림 속에서 직장 여성들은 가끔씩 자신만의 스타

일을 추구하려고 하였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반복적이지 않게 빈도를 

조절하며 선호하는 스타일을 착용하는 것이다. 다음의 응답자는 직장 내에 

캐주얼 데이가 없지만 매주 금요일을 자신만의 캐주얼 데이로 만들어 조금

은 편안한 패션스타일을 표현하고 있었다. 또한 공기업 사원들은 캐주얼과 

정장 스타일, 짧은 치마와 긴 치마들을 번갈아 가며 착용하여 직장 내 복식

규범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고 있었다. 

전 그래서 스스로의 캐주얼 데이가 있어요. 좀 다른 점은 치마가 이런 치마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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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캐주얼한 면 치마에 편안한 니트티나 이런 걸 입는다거나 아니면 박시한 걸 입

는다거나.. 아니면 청바지를 입고 갈 때도 있고. 금요일이니깐 이러면서. 금요일은 

다들 조금은 느슨해지는 거 같아서.. 

(김연아, 32세, 국가기관/행정서기보)

약간 짧다 하는 치마가 있는데, 그거는 아주 가끔씩 입어요. … 민소매도 약간씩 

입어요. 근데 하의 길이가 주로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리고 아까 연주가 말했던 

것처럼 캐주얼을 너무 많이 입으면 정장을 입는다고 했잖아요. 저도 약간 짧은 걸 

입었다 싶으면 그 다음날은 긴 거..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나정연, 28세, 공기업/사원)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직장 여성들은 아직 복식규범의 경계를 완벽히 

파악하지 못했기에 일주일에 한번정도 규범에 어긋날 것 같은 스타일을 착

용하여 허용가능한 선을 직접 실험하고 있었다. 

이현지: 저는 요즘에는 금요일에 한 번씩 실험을.. 금요일마다 실험을 하고 있어요. 

진지희: 계속 선을 밟아요. 금을. 워커에 스키니진에 흰색 맨투맨 면티..

이현지: 그러고 백팩을 메고 와가지고 돌아다니고.. 집에 내려가는 날이니깐.

진지희: 그게 눈에 안 거슬리면 이러면 또 괜찮은 거야. 누군가가 워커에 스키니진

에 티셔츠를 똑같이 입고 왔는데 후줄근하면 안 되는 거고.

(이현지, 28세 & 진지희, 27세, 대기업 A/사원)  

직장 여성들은 가끔씩 직장 내에서 규범이 완화되는 특별한 상황이 되었

을 때, 마음껏 개성을 추구하려는 행동을 보였다. 다음의 응답자들은 직장 

내에서 반복되는 업무 외에 방과 후 공연이나 봉사활동 같은 상황에서 자신

의 패션스타일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었다. 교사인 응답자는 학교 내에서 

공연을 하게 되자 자신이 평소 좋아하는 모자를 일부러 구매해서 착용하였

고, 대기업 C의 사원은 봉사활동 시에는 직장 외에서 즐겨 입는 찢어진 청

바지를 착용하였다.

최근에는 얼마 전에 공연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잠시 해보고 싶었던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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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도했어요. 모자쓰고 안경쓰고 찰리채플린처럼.. 해가지고. 밑에는 하얀 셔츠

에 리본 검은색 매가지고 근데 학생 땐 뭐 액세서리 안 좋아하잖아요. 그니깐 전 

모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모자를 그때 썼었어요. 약간 찰리 채플린 같은 중절모. 그

거 전날 신사동에 사러가서.. 사서 되게 학교에서 그렇게 입을 스타일이 아닌데.. 

애들이 계속 모자 쓰고 오라고 반응이 좋았어요. 

(조유진, 27세, 학교/교사)

길이감 때문에는 없는데 사실 제가 찢어진 청바지가 두세벌 있거든요. 근데 그건 

못입겠더라구요. 즐겨 입는데.. 그래서 가끔 봉사활동을 가요, 회사에서. 그러면 한

번 두 번 입을 때가 있어요. 

(정소원, 26세, 대기업 C/사원)

또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일 년에 한두 번 찾아오는 소풍, 수학여

행과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 마음껏 개성을 추구하는 경향을 사진자료를 통

해 확인할 수 있었다.<사진 3>

<사진 3> 개성 추구의 빈도 조절에서 나타난 패션스타일



- 80 -

  (4)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개성추구

입사 초반의 직장 여성들은 직장 내의 다른 구성원보다 복식규범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으며 이를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연차가 

쌓이고 조직의 분위에 적응해 나감에 따라 복식규범에 있어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자신의 개성을 추구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직장 여성은 무릎을 덮는 스커트와 정장 바지를 입

었던 입사 초반의 스타일에 비해 점점 짧은 치마와 원피스를 착용하고 편안

한 스타일을 추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장 여성

은 2년차에 들어 투피스 정장의 갖춰 입은 스타일에서 본인이 원하는 스타

일을 편안하게 추구하는 경향이 많아졌다고 하였다. 

입사 초반에 비해서는 조금씩 더 짧아지는 느낌이에요. 편안해지고. 나름의 선도 

좀.. 이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때는 아 무조껀 무릎 덮고 정장

바지 입고 막..근데 이제는 조금 짧은 원피스도 입고.. 정장 바지랑 치마는 그대로 

집에 입구요. 

(장수연, 28세, 국가기관/행정서기보)

저는 작년 1월에 들어와가지고 거의 2년차에요. 처음에는 정말 정장 갖춰입고 다녔

어요. 투피스로 된 것도 있고 원피스로 된것도 있고. 원피스에 깔끔한 재킷. 딱 봐

도 정장 입었다라는 느낌 나게.. 약간씩 시간이 지나면서 편하게 바뀐거죠. 분위기 

봐가면서. 

(나정연, 28세, 공기업/사원)

 4) 두 개의 옷장과 이중생활

직장 여성들은 스스로 자신이 소유한 옷에 대해 직장에서 착용할 수 있

는 것과 그 외 장소에서 착용할 수 있는 것으로 구분하여, 예전부터 가져온 

패션스타일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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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옷장은 직장과 직장 외의 정체성을 분리하여 적절한 복장을 통

해 다양한 상황과 역할에 몰입하는 것69)으로 직장 여성들은 직장 내에서 

착용 가능한 옷과 그렇지 않은 옷을 분리하여 착용하는 두 가지의 구분되는 

옷장을 사용하고 있었다.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직장 여성은 행거와 붙박이

장을 사용하여 직장에서 착용 가능한 옷과 그 외에 착용 가능한 옷을 분리

하고 있었다. 또한 공기업 직장 여성의 사례를 통해 자취생활을 하는 경우 

부모님 댁과 자취방 사이에서 패션 아이템의 확실한 공간적 분리를 볼 수 

있었다. 

옷장 보면 회사 가는 옷장이랑 친구 만날 때의 옷장이랑 좀 달라요. 눈앞에 보이는 

행거에는 회사 갈 때 입는 거를 막 걸어놓는 편이고 붙박이장에는 주말에 입는 옷

들.. 부모님댁에는 더 편한 옷이 있죠. 치마나.. 집에 갈때는 오히려 더 편하게 입

고 가니깐. 거기서 친구를 만나거나 하니까요. 청주거든요. 청주에 친구가 몇 명이 

있어요. 그래서 청주에서 친구 만날 때는 편하게 청바지에.. 

(장수연, 28세, 국가기관/행정서기보)

저는 주말에는 집에 가거든요. 원래 부모님 댁에 가요. 평일에만 회사 근처에 있으

니깐, 회사 근처의 집은 회사에서 입을 수 있는 옷, 집에 있는 옷들은 제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 

(나정연, 28세, 공기업/사원)

물리적으로 옷장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 하나의 옷장 내에서 공간을 분리

하여 패션 아이템들을 구분하고 있었다. 경력이 짧은 여성일수록 직장에서 

착용 가능한 아이템의 수가 적기에 한 개의 옷장에서 공간적 분리가 일어나

고 있었다. 다음 사례의 직장 여성들 모두 1년 이내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

다.

저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는 않고 같은 옷장에서 이쪽 저쪽 이렇게 나눠져 있어

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입던 스타일들은 약간 가벼운 옷 재질이거든요. 제가 아끼

69) Monica Sklar and Marilyn DeLong, 앞의 논문,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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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거라 서랍에 넣지 않고 옷걸이에 걸어놓고. 아침에 딱 열고.. 그 와중에도 그쪽

에서 하나씩 아이템을 빼는 거 같아요. 

(조유진, 27세, 학교/교사)

저는 분리라기보다는 출근복장이 이단아 같은 존재? 아직 몇 벌 없어서.. 걔네들끼

리 모여 있어요. 옷장 한 편에. 요란한 스카프 이만큼. 다 막 요란한.. 색색깔 아니

면 꽃무늬. 여름 옷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입는 거는 짧은 치마. 짧은 플레어. 치

마바지.. 

(진지희, 27세, 대기업 A/사원)

직장 여성들은 직장과는 다른 의복 상황을 맞게 되었을 때, 상황 속에서 

접하는 사람들의 비난을 피하고 외적인 자신감과 심미성을 위해 이중적인 

패션 생활을 하고 있었다. 직장 여성들은 퇴근 후를 위해 근무할 때와는 다

른 스타일의 여벌옷을 준비하거나, 일찍 퇴근을 하여 옷을 갈아입는 등의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두 개의 옷장에 의해 분류된 패션 아이템들이 

상황에 따라 적재적소에 활용되고 있었다. 다음의 사례들을 통해 직장 여성

들은 대체로 ‘직장인 같다’라는 말에 반감을 가지고 있어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전에 클럽가려고 했을 때 옷을 싸가거나 끝나고 남자친구 만나러 가는데, 옷이 

너무 선생님 같으니깐 옷을 싸가지고 가서 퇴근할 때 갈아입고 이런 적 있었어요. 

(김수경, 28세, 학교/교사)

옷 싸와요. 싸와서 끝나고 여기 ○○ 스퀘어 가서 갈아입고 화장하고 머리하고. 저

는 절대 이러고 안 돌아다녀요. 회사 옷 되게 싫어해요. 개인적으로. 나한테 안 맞

고 불편하고. 저한테 안 어울린다는 걸 알아요. 제가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 

회사원 같아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이다혜, 28세, 대기업 B/사원)

퇴근 시간 이후, 직장 내 복식규범에 어긋나는 복장을 하여도 제재를 가

하지 않는 직장에서는 두 개의 옷장과 이중생활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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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직장 여성들은 직장 내의 캐비넷과 피트니스 센터의 사물함을 이용

하여 두 개의 옷장을 사용하고 있어 근무시간 이후에 자유로운 복장으로 갈

아입고 퇴근하거나 업무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러면 저는 옷을 입고 와서 싸가지고 오죠. 회사에서는 회사 옷이 있으니깐. 회사

에서만큼은 회사옷을 입어요. 저번에도 캠핑이 있어서 갔어요. 캠핑을 갈 때 야상

도 껴입고 가야되고 그러잖아요. 입고 와서 회사에서는 다 갈아입고 다녔어요. 사

물함이 있으니깐. 그래서 칼퇴를 하면서 어 00이 변신했네 그러시는데 퇴근할꺼니

깐 상관없고. 6시 이후로는 거의 터치하지 않아요. 

(장수연, 28세, 국가기관/행정서기보)

전 진짜 어떻게까지 했냐면 회사 안에 피트니스 센터가 있어요. 사물함 쓸 수 있으

니깐 거기다 저는 옷을 갖다놨었어요. 출근해가지고 거기서 옷 갈아입고 씻은 다음

에 운동하고 아침에. 그리고 정장으로 갈아입고 올라가가지고 대 여섯시 되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내려가요. 찝찝하니깐 샤워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올라가죠. 여

섯시 넘으면 그땐 뭐라고 안하시니깐. 근무시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그랬어

요. 그것도 제가 많이 바꾼거예요. 예전에는 진짜 그런게 없었어요.

(이다혜, 28세, 대기업 B/사원)

직장에 출근하지 않는 주말에는 평소에 입지 못한 스타일에 대한 보상심

리가 작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을 마음대로 착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다음의 사례와 사진자료를 통해 주말에는 직장과는 완전히 다른 패션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요일은 학교에서 못 입는 거 입어야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교회가도 막 핫팬츠 

입고 가요. 

(조유진, 27세, 학교/교사)

저는 출근용 옷이랑 평소에 입는 옷이랑 되게 나뉘는 거 같아요. 저는 정말 캐주얼

하게.. 완전 캐주얼로. 청바지에 맨투맨 이런 거 입고 다니고. 출근할 때는 포멀한 

듯 편한 듯 입고. <사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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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지, 28세, 대기업 A/사원)

주말엔 아예 달라요. 주말에는 누가 봐도 클럽가는 복장으로 입고 다녀요. 굽도 되

게 높은 거 신고 키가 큰데도 10센치 넘는 거 신고, 블링블링하게.. 일정 어딘가 

파여 있거나, 딱 달라붙고 짧고 그런 치마 좋아해서 그렇게 입고 되게 극과 극인거 

같아요. <사진 5>

(이다혜, 28세, 대기업 B/사원)

<사진 4> 대기업 A 사원의 두 개의 옷장에 따른 이중생활

<사진 5> 대기업 B 사원의 두 개의 옷장에 따른 이중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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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합리화를 통한 순응

마지막으로 직장 여성들은 다른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이 속한 집단

에 대한 위안과 합리화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의 

경우 사립학교 교사와의 비교를 통해 본인이 속한 직장 패션의 자유스러움

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연구 결과 사립학교와의 복식규범에 대한 차이는 

미약하였다. 공무원인 직장 여성도 공무원 조직 내에서 부처 간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직장이 자유로운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체로 학

교,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여성들은 사기업에 근무하는 여성보다는 제재가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였다.

우리학교는 그래도 공립이다 보니깐 비교적 많이 자율적이고 크게 제재를 안하는

데 사립은 되게 심하다고 많이 들었거든요. … 다른 학교 갔으면 되게 답답했을 거 

같아요. 여기서는 편한데.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 같아요.

(김수경, 28세, 학교/교사)

다른 부처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 자유로운 편인 거 같아요. 근데 일반 사기업이랑 

비교하면 그렇게 자유롭지 않은 거 같아요. 입지마라고 아무도 얘기를 하거나 명문

화 되어있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 못 입는 옷에 대한 그런 건 있는 거 같아요. 다

른 안에서 일하는 부처들은 정장이랑 포멀하게 입으니깐.. 거기는 회의가 많기도 

하고 대민업무를 안보고 그러니깐.. 완벽한 착장을 하죠. 이런 룰을 깨고 싶지만 그

게 힘드니깐.. 그냥 순응 하는 거죠.

(김연아, 32세, 국가기관/행정서기보)

공기업과 사기업에 근무하는 직장 여성들은 공무원 조직이나 금융권과 

같은 다른 사기업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집단은 좀 더 자율적인 것 같다

는 자기 위안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제 친구들은 거의 다 회사원이라서.. 다들 비슷한 거 같아요. 일단 공무원은 더 보

수적인 거 같고.. 사기업이나 저희나 비슷 비슷한거 같은데, 여름에는 저희 같은 경

우에는 더워서 민소매가 되긴 하지만 삼성, 두산 중공업 이렇게 다니는 친구들은 



- 86 -

꼭 가디건을 걸치고 나오더라구요. 제가 한번 여름에 민소매 옷을 입고 나가니깐, 

이거 되냐고 회사에 이렇게 입고 다니냐고 하더라구요. 굉장히 부분적인데, 그런 

면에서는 여름에는 우리가 약간 더 나은 거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나정연, 28세, 공기업/사원)

그나마 자유로운 편이에요. 다른 데에 비해서. 금융권 같은 경우는 짤 없잖아요. 진

짜. 구두에 정장을 입고 와야 되니깐. 저희는 그 중에서는 자유로운 편이죠. 신발 

굽 높이에 제한도 없고. 색깔이라 던지.. 신발은 거의 제한이 없어요. 아예. 

(진지희, 27세, 대기업 A/사원)

대부분의 직장 여성들은 지금은 연차가 낮고 힘이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순응하지만 연차가 쌓이면 지금보다 자유롭게 자신의 패션스타일을 표출하

고 싶은 희망을 드러내고 있었다.

저는 발산할 거 같아요. … 발산을 하고 싶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

적으로 그렇거든요. … 전 되게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니깐 제가 좋아하는 

복장을 입고 회사에 오겠다는 건 아닌데, 이렇게 무조건 정장을 입어야 되고, 그건 

좀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정장 옷 자체가 되게 피곤한 옷이잖아요. 

… 컴퓨터 오래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깐 저는 옷을 더더욱 편하게 입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다혜, 28세, 대기업 B/사원)

직장 여성의 복식규범 속 개성추구 행동에 대한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

과 같다. 직장 여성들은 직장 내 복식규범 속에서 개성을 추구하기 위해 개

의치 않음, 충돌 상황의 회피, 개성과 규범의 절충, 두 개의 옷장과 이중생

활, 합리화를 통한 순응 등의 여섯 가지 행동을 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

로 면접 대상자별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개성추구의 행동은 개인에게 복합적

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거나 한 가지의 행동만이 단순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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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개성추구 행동

1 김수경
개의치 않음/충돌 상황의 회피/개성과 규범의 절충/두 개의 옷

장과 이중생활/합리화를 통한 순응

2 조유진
개의치 않음/충돌 상황의 회피/개성과 규범의 절충/두 개의 옷

장과 이중생활

3 김연아
충돌 상황의 회피/개성과 규범의 절충/두 개의 옷장과 이중생활

/합리화를 통한 순응

4 장수연
충돌 상황의 회피/개성과 규범의 절충/두 개의 옷장과 이중생활

/합리화를 통한 순응

5 강연주 개의치 않음/충돌 상황의 회피/개성과 규범의 절충

6 나정연 개성과 규범의 절충/두 개의 옷장과 이중생활

7 이현지 개성과 규범의 절충/두 개의 옷장과 이중생활

8 진지희 개성과 규범의 절충/두 개의 옷장과 이중생활

9 김민지 충돌 상황의 회피/합리화를 통한 순응

10 이다혜 충돌 상황의 회피/개성과 규범의 절충/두 개의 옷장과 이중생활

11 정소원 개성과 규범의 절충

12 김정윤 개의치 않음

<표 11> 심층 면접자별 개성추구 행동

＊모든 응답자들의 이름은 가명이다

＊이탤릭체는 응답자별 가장 많이 나타난 개성추구의 행동이다

직장 여성들의 직장 내 패션스타일과 선호 스타일을 살펴보기 위해 직장 

내 패션스타일과 자신이 선호하는 패션스타일을 설명하면서 사용한 형용사

를 정리하였다.<표 12> 

직장 여성들은 직장 패션을 묘사할 때에 ‘단정한’, ‘갖춰 입은’, ‘튀지 않

는’, ‘깔끔한’ 등의 단어들을 자주 사용하는 공통점을 발견하였으며, 이를 통

해 개인이 속한 직장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패션스타일을 이해할 수 있었다. 

선호하는 패션스타일에 대해 묘사한 형용사들은 개인적 취향에 따라 다양하

게 나타났다. ‘캐주얼’, ‘편한’, ‘자유로운’이라는 표현을 중심으로 ‘화려한’, 

‘빈티지스러운’, ‘섹시한’ 등의 표현들이 각각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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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패션과 선호 패션을 묘사한 형용사의 괴리 정도를 통해 개인과 

직장 내의 패션에 대한 갈등 정도를 짐작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패션을 설명한 형용사와 직장 내 본인의 패션을 설명한 형용사 사이에 공통

점이 많으면 직장의 복식규범에 맞게 순응을 하려는 응답자이며, 이와 반대

로 공통점이 적고 선호하는 스타일과의 괴리가 크다면 갈등의 정도가 심하

다고 이해하였다. 

개성추구 행동과 갈등 정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개의치 않음의 행동

을 많이 하는 응답자는 직장 내 패션과 자신의 패션에 공통적인 형용사가 

많아 순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이는 개의치 않음의 행동이 개인

적 의지보다 주로 직장 내 환경과 분위기와 같은 상황적 이유에 의해 나타

나기 때문이라 보았다. 두 개의 옷장과 이중생활의 행동은 갈등 정도와 명

확한 상관관계를 나타나내었고, 직장 내 패션과 선호 스타일을 설명한 형용

사 간의 차이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면접 대상자들의 사례를 종합하여 개성추구 행동을 유형화 

하였지만 면접 대상자들 간에도 개인적인 성향, 복식규범에 대한 압박을 받

아들이는 정도, 그리고 직장 내에 존재하는 복합적인 요인들의 영향에 따라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현대 사회에 공존하는 다양한 

스타일과 복식규범을 형성하는 구성원의 다양성은 직장 내 패션스타일을 어

느 한 가지 요인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며, 한 개인은 독립적

이고 상호의존적인 자아를 모두 가지며 자신의 직장에 적합한 옷차림을 결

정하기 위해 자신의 환경에 매우 적응될 수 있는 학습한 전략을 개발한

다70)는 선행연구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개인차는 직장 여성이 패션준거집단을 설정하고 패션을 소비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기에 다음 장에서는 개인의 개성추구행동으로 인

한 패션소비성향과의 상호작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70) Kirsten Dellinger, “Wearing gender and sexuality ‘‘on your sleeve’’: Dress 

norms and the importance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culture at 

work,” Gender Issues 20, no.1 (200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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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직장 내 패션을 설명한 

형용사

직장 내 나의 

패션을 설명한 

형용사

직장 내에서 

공통적 

형용사

선호하는 패션 

스타일을 설명한 

형용사

1 김수경

단정한, 무난한, 평범한, 

귀여운, 러블리한, 한정

적인, 지루한, 선생님 

같은, 나이든, 답답한, 

활동적인, 편한, 보수적

인, 정숙한, 차려입은, 

야하지 않은, 캐주얼 하

지 않은

단정한, 펑퍼짐

한, 꼰대 느낌, 

선생님 같은, 

편한, 노티 나

는, 활동적인, 

짧은

단정한, 편

한, 선생님 

같은, 나이

든(노티 나

는), 활동적

인

패셔너블한, 세련

된, 심플한, 섹시

한, 짧은, 몸에 

붙는

2 조유진

선생님 같은,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조신한, 

튀지 않는, 무채색인, 

하늘하늘한, 여성스러

운, 단정한, 얌전한

편한, 걸리지 

않는, 깔끔한, 

평범한, 약간 

특이한, 시크

한, 빈티지한

평범한

빈티지, 특이한, 

포인트 되는, 러

블리한, 자유로운

3 김연아

단정한, 공무원에 맞는, 

캐주얼 하지 않은, 보수

적, 스포티 하지 않은, 

튀지 않는, 모노톤, 여

성스러운, 갖춰 입는, 

화려하지 않은, 포멀한

얌전한, 도를 

넘지 않는, 갖

춰 입는, 심플

한, 무채색인, 

가끔씩 튀는

갖춰 입는, 

모노톤인(무

채색인)

편하게, 화려한, 

캐주얼한,  튀는 

4 장수연

갖춰 입는, 보수적인, 

공직자의 표본인, 나이

든, 고루한, 똑같은, 단

조로운, 단정한, 재미없

는, 튀지 않는,  어두

운, 

깔끔한, 단정

한, 위화감 느

끼지 않는, 갖

춰 입는, 기본

인, 획일화된, 

화려하지 않은, 

정도를 지키는,

무채색인

갖춰 입는, 

획일화된(똑

같은, 단조

로운), 단정

한

편한, 화려한, 튀

는, 캐주얼한, 자

유로운

5 강연주
편한, 자유로운, 차려 

입은, 튀지 않는, 

편한, 여성스러

운, 캐주얼한, 

세미 정장인

편한
모노톤, 톤 다운 

된, 캐주얼한

<표 12> 응답자들이 직장 내 패션과 선호 패션스타일 설명에 사용한 형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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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나정연

정장느낌이 나는, 깔끔

하게 떨어지는, 포멀한, 

보수적인, 튀지 않는, 

갖춰 입는

여성스러운, 과

하지 않은, 깔

끔한, 갖춰 입

은, 단정한, 민

무늬인, 튀지 

않는, 야하지 

않은

깔끔한, 튀

지 않는, 갖

춰 입는

슬림한, 짧은, 붙

는, 박시한, 색깔

이 튀는, 

7 진지희 기본적인, 깔끔한, 교복

같은, 달라붙지 않는, 

단조로운, 자유로운, 포

멀한, 안 거슬리는, 잘 

꾸미는, 튀지 않는, 스

마트한, 정갈한, 무채색

인

덜 요란스러운, 

편한, 수수한, 

영혼 없는, 튀

는, 편안한, 여

성스럽지 않은, 

화려하면 단순

하게

-

편한, 라인이 잡

힌, 드레이프가 

있는, 드레시한, 

치렁치렁한

8 이현지

가끔 캐주얼한, 

포멀한 듯 편

한, 과하지 않

은, 깔끔한, 거

슬리지 않는

거슬리지 않

는, 깔끔한

캐주얼한, 짧은, 

편한

9 김민지
단정한, 깔끔한, 차려입

는, 잘 입는

편한, 컬러가 

있는, 깔끔한, 

여성스러운, 단

정한, 차려 입

는

단정한, 깔

끔한, 차려 

입는

여성스러운, 시크

한, 깔끔한, 포인

트가 있는, 컬러

가 있는

10 이다혜

보수적, 불편한, 피곤한, 

튀지 않는, 비효율적인, 

융통성 없는,  야하지 

않은, 정장 느낌인, 딱

딱한

정장 느낌인, 

튀지 않는, 불

편한, 단정한, 

/화려한, 튀는, 

특이한 (액세

서리류)

정장 느낌

인, 튀지 않

는, 불편한

붙는, 짧은, 블링

블링한, 파인, 편

한, 펑퍼짐한, 멋 

부린, 튀는, 섹시

한, 다양한, 화려

한, 타이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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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김정윤

자유로운, 편한, 화려한, 

다양한, 자기 스타일대

로, 꾸미는, 과감하지 

않은

가끔 화려한, 

편안한, 펑퍼짐

하지 않은, 모

던한, 심플한, 

컬러감이 있는

편한

심플한, 포인트 

되는, 캐주얼한, 

학생 같이, 

12 정소원

단색인, 갖춰 입은, 단

정한, 튀지 않는, 정장 

느낌인

귀여운, 여성스

러운, 흔한, 과

하지 않은, 편

한, 튀지 않게, 

단정한

편한, 튀지 

않는, 단정

한

아기자기한

＊모든 응답자들의 이름은 가명이다

2. 개성추구와 소비성향

  1) 패션 소비성향

직장 여성들의 패션 소비성향은 크게 목적지향적 소비 형태, 영 캐주얼 

브랜드 선호, 그리고 개성추구행동과 소비성향의 밀접한 관련이라는 세 가

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대부분의 직장 여성들은 확고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는 목적 지향

적 소비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목적 지향적 소비 형태는 소비하는 패션 아

이템, 구매 장소, 지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직장 여성의 경력과 밀접

한 관련이 있었다. 직장에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수록 회사에 입을 옷

을 중점적으로 쇼핑하기에 이러한 목적의식이 강하게 나타났으나, 연차가 

쌓이게 되면 쇼핑에 대한 목적의식은 약화되고 직장을 위한 옷을 구매하는 

빈도도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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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에는 정말 회사에 입을 옷이 없으니깐 작정하고 백화점에 갔어요. 그래서 막 

회사옷 사야지 회사옷 사야해 이렇게 막 하고 돌아다니니깐 재미도 없고. 요즘에는 

좀 덜 사는데 계절이 바뀌니깐 아직은 그래도 입을 옷이 없는 거 같아요. 

(김민지, 26세, 대기업 B/사원)

네 저는 완전히. 회사에서 입는 옷을 사야겠다 생각하고 가요. 

(진지희, 27세, 대기업 A/사원)

작년에는 계절이 바뀌면은 회사에 입을 옷이 별로 없으니깐 주로 회사에 입을 옷

을 염두에 두고 쇼핑을 갔는데, 요즘에는 제가 주말에 입고 나갈 옷도 사는게 반반 

정도인거 같아요. 작년에는 거의 회사에 입을 옷. 그렇게 작년에 사다보니깐 올해

는 또 회사에 입고갈 옷은 어느정도 있는데, 제가 평상시에 친구들을 만나거나 이

렇게 할 때 입을 옷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반반씩. 

(나정연, 28세, 공기업/사원)

직장 여성은 소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장 스타일을 사기 쉬운 백

화점을 가거나 치마의 길이감이 긴 인터넷 쇼핑몰만을 방문하였다. 예전부

터 선호해오던 구매 장소가 직장 패션과 맞지 않는다면 새로운 구매 장소를 

탐색하여 과감하게 변경하였다. 또한 자신의 직장과 잘 맞는 특정한 브랜드

와 쇼핑몰을 정해두고 있었다. 

원래는 인터넷 쇼핑이나 보세 많이 다녔었는데, 취업하고 나서는 저희가 회사카드

가 000백화점이 할인이 되요. 그거 생기고 나서부터는 백화점 잘 가는 거 같아요. 

백화점이 좀 다양하죠. 그나마 정장틱한 것도 많고, 그러니깐 회사 출근용 옷 고르

기에는 괜찮은 거 같아요.

(이현지, 28세, 대기업 A/사원)

특정 사이트가 많았죠. 근데 지금은 정장 스타일로 약간 바뀐거 같아요. 옛날에는 

인터넷 쇼핑몰 중에서도 완전 빈티지스러운데.. 고로케? 완전 인디밴드 스타일 있

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요즘에는 쥬엔이나.. 완전 평범한거. 아니면 앤피오나 거기

도 가고. 거기는 약간 비싼.. 하이퀄리티인데.. 근데 그 안에서도 약간 특이해요. 너

무 평범한 옷을 입기는 싫어하는 거 같아요.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 선생님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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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안에서 변화를 찾는 거 같아요. 

(조유진, 27세, 학교/교사)

목적의식을 가진 소비 형태는 옷장 내에 직장 내에서 입을 수 있는 아이

템의 비중을 늘려 정작 직장 밖에서 착용할 수 있는 아이템의 비율이 줄어

들게 하였다. 다음 사례의 교사는 주말이나 휴일에 착용할 옷이 점점 줄어

들었기에 주말마다 코디를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느껴, 직장 밖에서 입기 

위한 아이템들을 쇼핑할 때 풀-코디네이션이 된 상태로 구매하였다. 

지난주 토요일에 그때 자전거 타고 온다고 해서 캐주얼하게 입어야 되는데 … 근

데 왠지 약간 구린 거 같은 거예요. …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서현역에 백화점 말

고 로드샵이 있는데, 거기 코디가 청남방에 흰색 니트 입고 밑에 카키색 면바지. 

그대로 샀어요 그대로. … 그날 느낀게 아 난 그대로 사서 입는 게 좋다 코디하기

가 되게.. 집에도 막 치마는 정장치마.. 막 이런거 학교다닐 때 입는 치마 있고 그

러니깐 내가 놀러가고 싶을 때 입을 옷을 사거나 하면 되게 안 맞아요. 그래서 되

게 코디 돼있는 대로 사니깐 좋더라구요. 학교 옷은 아닌데 밖에서 입는 옷은 잘 

없으니깐 그런 옷들은 코디 되어있는 대로 사고 싶어요. 그 옷의 양의 너무 적으니

깐. 학교 옷은 이것저것 섞어 입을 수 있거든요. 

(김수경, 28세, 학교/교사)

직장 여성들의 지출의 변화를 살펴보면 입사 초반에는 직장에서 착용할 

옷이 거의 없기에 월급의 많은 부분을 의복구매비로 사용하는 지출의 형태

를 나타냈다. 1년차의 직장 여성들은 매달 일정수준의 비용을 패션 소비에 

사용하고 있기에 저축이나 재테크와 같은 장기적인 투자가 불가능하였고, 

과도한 지출로 인해 쇼핑 비용을 결제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였다. 

또한 부족한 의복구매비용을 부모님께 의존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작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장을 갑자기 회사에 맞추다 보니깐.. 계절 바

뀔 때마다 사니깐 나중에 정말 힘든 달이 찾아오더라구요. 

(나정연, 28세, 공기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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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직 적금을 안 들어서 쇼핑 때문에 오버된 적은 없고, 지금 한창 사는 시기

이다 보니.. 많이 살 땐 사고.. 안 살 땐 안사고인데.. 충동구매 하다보니.. 생각해보

니 매달 일정 수준으로 나가는 거 같아요. 

(김민지, 26세, 대기업 B/사원)

엄마가 1년 동안 옷을 사야 되지 않겠냐고.. 아예 없으니깐. 주로 옷은 엄마가 사

주는 거 같아요. 그걸 케어할 정도로 월급이 안 되고.. 저는 적금을 들었거든요. 

100만원 미리 빠져나가게. 그래서 제 돈으로 옷을 살 수 없어서.. 내가 옷을 사주

는 한이 있어도 적금은 꼭 들어라 그래서.. 

(조유진, 27세, 학교/교사)

20‧30대의 직장 여성 128명을 대상으로 패션 아이템의 월평균 구매 비용

을 조사하였을 때 평균 20~3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심층 면

접을 통해 살펴본 결과 연차와 계절에 따라 지출의 변동이 큰 것으로 나타

났다. 직장 여성들은 연차가 쌓임에 따라 1년차 때에 비해 쇼핑에 대한 지

출이 줄어들고 있었으며, 봄, 여름, 가을에 비해 겨울에 의복구매비가 높아

지는 경향을 보였다. 직장 여성들은 1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고 나면 사계

절을 겪었기에 어느 정도 직장에서 착용 가능한 복장을 갖출 수 있으므로 

2년차 때부터는 새로운 유행 아이템만을 조금씩 구매하게 되었다. 다음의 

사례들을 통해 연차에 따른 지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는 (돈관리를) 하고 있어요. 결혼해야 되니깐. 1년차에는 돈 하나도 안 모았구

요. 2년차 초반에는 안 모았는데 좀 모였고 그냥 2년차 중반부터 좀 모으기 시작

했죠. 1년차 때는 옷사고 먹는거, 사람만나는거. 사람 만나는데 돈이 진짜 많이 들

어가요. 그러다보니깐 옷도 많이 사야했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서 여기저기 돌아

다니니깐 돈도 많이 들어가고. 

(김수경, 28세, 학교/교사)

쇼핑에 대한 포션이 항상 있지는 않구요. 사실 입사해서 1년 동안은 진짜 거짓말 

안하고 50%는 들었어요. 없으니깐! 옷 사면은 옷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구두 사

야해 가방 사야해.. 막 이렇잖아요. … 그래서 진짜 거짓말 안하고 반 이상 나갔어



- 95 -

요. 옷값으로. 1년 동안은 거의 다니면서 돈을 못 모으고 있다가 이제 와서야 조금

씩 조금씩 하고 있고. 지금은 정해진 게 없는 거 같아요. 몊 퍼센트가 나간다 이렇

게. 좀 비싼거 사고 좋은 거 살 때는 좀 많이 썼다가 안살 땐 아예 안 나가고.. 지

금은 좀 그런 편이에요. 

(이다혜, 28세, 대기업 B/사원)

처음에 신입사원 들어왔을 때는 진짜 월급이 나오면 그중에 80%정도. 진짜 얼마 

안 남았었어요. 지금은 조금 줄어들었어요.  

(정소원, 26세, 대기업 C/사원)

둘째, 직장여성의 선호 쇼핑 브랜드는 씨씨 콜렉트(CC collect), 쥬크

(ZOOC), 플라스틱 아일랜드(Plastic Island)와 같은 영 캐주얼군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브랜드들은 완전한 정장 스타일은 아니지만 적당히 갖춰 입은 

느낌을 낼 수 있으며, 여성 캐릭터군의 브랜드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저

렴한 가격대를 가지고 있기에 선호되고 있었다. 직장 여성들의 주로 구매하

는 패션 아이템은 투피스 정장이 아닌 재킷, 스커트, 원피스와 같은 단품 

위주 아이템으로, 단품 스타일의 구매가 가능한 영 캐주얼이 선호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국내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SPA의 브랜드를 이용하는 직장 여

성들도 있었지만, 치수와 핏이 잘 맞지 않는 문제로 인해 내셔널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SPA 브랜드 중 가장 선호되는 것은 정장부터 

캐주얼 스타일을 다양하게 갖춘 자라(ZARA)와 미쏘(MIXXO)였다.

요즘에는 씨씨 콜렉트나.. 플라스틱 아일랜드 좀 그런 쪽으로 다녀요. 원래 정장을 

그렇게 즐기는 편이 아니니깐 완전 정장을 사기는 싫고.. 

(이현지, 28세, 대기업 A/사원)

자라는 자주 가요. … 자라는 약간 그 타협의 중간인거 같기도 해요. 소재 같은 것

은 되게 편한 것도 많아서.. 그리고 약간 시크한 스타일이잖아요. 입다보니깐 괜찮

은 거 같고. 

(조유진, 27세, 학교/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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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개성추구 행동은 패션 소비성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개

의치 않음의 행동을 주로 한 다음의 응답자는 브랜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도 집단의 스타일을 따르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였다. 

CC Collect 거기 좋아하고요. 그 비슷한거? 쥬크, 나이스 클랍 세가지. Soup은 너

무 선생님 같아서 피해요. 색깔도 다 파스텔톤에 디자인이 무난해요. 평범해. 귀엽

고 그래서 싫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련되고 심플하고 섹시한 느낌의 옷을 좋아하

는데 너무 귀여워. 근데 그런 스타일이 선생님들 중엔 많죠. 음악선생님도 그렇게 

러블리하게 입어요. 전 그런 거 제일 싫어해요. 

(김수경, 28세, 학교/교사)

개성추구 행동 중 이중생활을 강하게 보여준 응답자는 쇼핑에 있어서도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직장 내 패션스타일은 자신이 선호하지 않기에 특

정한 브랜드를 정하여 시간과 정성을 들이지 않고 쇼핑을 하지만, 자신이 

선호하는 스타일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둘러보고 찾아보는 소비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옛날엔 인터넷 쇼핑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백화점에서 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회

사에서 원하는 스타일을 아니깐 딱 거의 특정 브랜드를 사요. 저는 이것도 그렇고 

데코꺼를 입었거든요. 거의 데코꺼를 입어요. 왜냐면 약간 저희 회사에서 원하는 

스타일이고 플러스 딱 55반을 입으면 제 사이즈가 나오더라구요. … 다른 브랜드는 

거의 안 사요. 이제 안거죠. 회사에서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구나. 이렇게 입어야 

안 튀는 구나. 일단 튀면 안되니깐. 왜냐면 인터넷으로 사려면 또 보고 그래야 하

는데, 시간이 없고 어짜피 내가 안 좋아하는 옷이니깐.. 그렇게 시간과 정성을 들이

고 싶지 않은 거예요. … 대신에 제가 주말에 입는 옷은 엄청 오래 돌아다니고, 인

터넷에서 예를 들어 맘에 드는 걸 봤다 그러면 이것도 봤다가 저것도 봤다가 되게 

공을 많이 들이는데, 어짜피 거의 입을 기회가 많지 않아서.. 그런건 쇼핑하면 한달

에 한번, 두달에 한번 할까 말까에요. 주말에도 거의 회사에 나오니깐..  

(이다혜, 28세, 대기업 B/사원)

설문조사와 면접 내용을 바탕으로 직장 여성의 패션 소비성향을 종합하

면 다음과 같다.<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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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월 평균 

패션 

아이템 

구매비

주로 

구매하는 

아이템

구매 

빈도

구매

장소

선호

브랜드

구매

이유

1 김수경
20~30만원 

미만

원피스, 

스커트

한 달에 

1번

백화점, 할인

판매점

브랜드 구애 

받지 않음

예전 옷에 

싫증이 나서

2 조유진
30~40만원 

미만

원피스, 

스커트, 

가방

한 달에 

2번 

이상

백화점,

인터넷

쇼핑몰

온앤온, 

올리브 데 

올리브, 

써스데이 

아일랜드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

3 김연아
30~40만원 

미만

원피스, 

블라우스, 

구두

한 달에 

2번 

이상

할인

판매점,

인터넷 

쇼핑몰

ZARA, H

&M, 마인, 

미샤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

4 장수연
10~20만원

미만

원피스, 

재킷, 

스커트

한 달에 

2번 

이상

백화점,

인터넷

쇼핑몰

쥬크, 리스트, 

마인드 

브릿지, 

시스템

직장

생활에 늘 

필요하므로

5 강연주
10~20만원

미만

재킷, 

스커트, 

티셔츠

한 달에 

1번

백화점,

인터넷쇼핑몰

플라스틱 

아일랜드, 

르샵, 

MIXXO, 

잭앤질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

6 나정연
30~40만원 

미만

원피스, 

스커트, 

화장품

한 달에 

2번 

이상

백화점,

인터넷쇼핑몰

유니클로, 

MIXXO, 

나이스 클랍, 

이엔씨, 씨씨 

콜렉트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

7 진지희
20~30만원 

미만

원피스, 

소품, 

화장품

한 달에 

2번 

이상

백화점,

인터넷쇼핑몰

타임, 마인, 질 

스튜어트, 

GGPX

계획하진 

않았지만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해서

<표 13> 직장 여성의 패션 소비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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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현지
20~30만원 

미만

스커트, 

블라우스,

액세서리

한 달에 

2번 

이상

백화점,

인터넷쇼핑몰

씨씨 콜렉트, 

플라스틱 

아일랜드

계획하진 

않았지만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해서

9 김민지
40~50만원 

미만

스커트, 

블라우스, 

화장품

한 달에 

2번 

이상

백화점, 

대리점

ZARA, 

MIXXO, 

플라스틱 

아일랜드, 

르샵, 올리브 

데 올리브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

10 이다혜
30~40만원

미만

원피스, 

구두, 

액세서리

한 달에 

1번
백화점

데코, 

에고이스트, 

아디다스

직장

생활에 늘 

필요하므로

11 김정윤
20~30만원 

미만

원피스, 

스커트, 

팬츠

한 달에 

1번

일반 의류 

소매점, 

인터넷쇼핑몰

선호하는 

브랜드 없음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

12 정소원
20~30만원 

미만

스커트, 

화장품, 

기타

한 달에 

1번

백화점, 

대리점

로엠, Soup, 

플라스틱 

아일랜드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

＊모든 응답자들의 이름은 가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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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션준거집단과 정보원

준거집단은 개인에게 규범이나 정보, 평가의 기준 등을 제공하거나 동일

시의 대상이 되어 개인의 행동뿐 아니라 가치나 태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이다. 그리고 준거집단은 사회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집단이기 보다는 

주관적인 집단이며, 한 개인에 대한 준거집단은 하나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집단이고, 또한 개인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에 따라 

준거집단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71) 면접 결과, 특정한 패션준거집단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총 6명으로 면접 대상자의 절반 밖에 되지 않

았다. 이들은 주로 직장에 입을 옷차림을 중점으로 패션준거집단을 선정하

고 있었다. 직장 여성들의 특정준거집단은 비슷한 나이대의 드라마나 영화

의 직장 여성 캐릭터로 TV매체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좀 관심 있어 하는 편이에요. 저 나이 때의 직장에 다니는 드라마 주인공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옷입은 거  보고 괜찮으면 찾아보기도 하고. 요즘에는 못난이 주의

보에 나오는 강소라. 강소라가 거기서 회사 다니는 사람처럼 나오는데, 되게 예쁘

게 옷을 많이 입잖아요. 그래서 아 예쁘다, 예쁘다 이러면서 유심히 보는 편이에요. 

그 사람 나오면. 

(나정연, 28세, 공기업/사원)

준거집단이 존재하는 직장 여성은 주로 개성과 규범의 절충을 많이 하는 

응답자들로 나타났으며, 직장 내 복식규범과 개성추구 사이에서 적당한 선

을 유지하려하기에 자신과 패션준거집단을 완전히 동일시하는데 어려움을 

나타내었다. 다음 사례에서 공무원인 직장 여성은 ‘최강희 스타일’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컬러를 바꿔서 시도하여 절충의 행동을 준거집단

의 수용에도 적용시켰다. 

드라마를 좋아해서요. 옛날에 최강희 나왔던 드라마 있었어요. 보스를 지켜라. 그때 

한창 오피스룩이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최강희 블라우스, 최강희 이런거 찾아보

71) 박혜선, “의복동조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1),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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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고.. 너무 컬러풀해서 찾아보기만 하다가.. 프릴 달려도 검은색, 살구색 프릴

있는 걸로 사거나..

(장수연, 28세, 국가기관/행정서기보)

드라마 ‘출생의 비밀’의 성유리를 패션 준거집단으로 말한 교사는 성유리

의 패션스타일에서 상의는 참고할 수 있으나 하의의 경우 길이에 대한 규범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긴 치마를 

입는 순간 그 스타일은 자신이 추구하고 싶어 하는 스타일이이 아닌 나이든 

패션이 돼버린다고 하여, 직장 내 복식규범이 준거집단을 설정하고 수용하

는데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요즘은 TV를 좀 열심히 보죠. TV에서 직장여성이 나올 때 옷을 좀 눈여겨보고 사

이트에서도 요즘 유행하면 다 그 스타일로 팔기 때문에 인터넷쇼핑 같은 거 좀 보

고.  좀 됐는데 성유리 나온 드라마 있잖아요. 출생의 비밀. 주말드라마를 주로 보

는데 예쁘더라구요. 찾아봤어요. 실제로 검색도 해봤어요.

… 제가 성유리스타일 좋다고 한 게 성유리가 입은 스타일 중에서 상의는 입을 수 

있어요. TV에 나온 거. 나시도 나오기는 하는데, 성유리가 거기에서 보통 셔츠를 

많이 입고 나와 너무 예뻤는데 그때가 여름이었는지 몰라도 항상 반바지, 짧은 반

바지. 너무 그게 입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름에 입을 수가 없으니깐 근데 거기다

가 긴 치마를 입는 순간 노땅이 되는 거죠. 치마를 매치하는 순간..

(김수경, 28세, 학교/교사)

빈티지 스타일을 선호하는 다음의 응답자는 패션스타일로 인해 학교에서 

제재를 많이 받아왔다. 선호 스타일을 위한 준거집단은 아오이 유우, 미츠 

하라키코와 같은 일본 연예인들이었으나 직장 내 복식규범을 신경 쓰기 시

작하면서 비즈니스 룩을 잘 입는 사람도 추가적인 준거집단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그냥 연예인 중에서 정장을 멋있게 입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롤 모델이

지.. 영화중에서 500일의 썸머? 거기서도 약간 러블리한 스타일인데 비즈니스 룩이 

나오고.. 뭐 어떤 스타일로 스타일링 했는지 그런 것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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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진, 27세, 학교/교사)

준거집단이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들에게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였다. 공

기업에 근무하는 사원은 드라마나 기사에 언급되는 연예인들의 패션이 본인

의 회사에는 적용될 수 없기에 아예 보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간혹 드라마를 봐도, 기사에 요즘 유행하는 최강희면 최강희 패션, 직딩패션 이렇

게 나오잖아요. 대부분은 우리 회사에는 안 맞는 스타일들인 거 같더라구요. 그래

서 저는 요즘엔 안 봐요. 색깔이 좀 다양하거나.. 아니면 한창 네온색 유행하고 이

럴 때, 그런 건 우리 회사랑 안 맞고, 짧은 반바지나 그런 거. 시스루룩도 곤란하

고. 

(강연주, 25세, 공기업/사원)

TV매체에서 보이는 연예인들의 화려한 스타일이 직장에 적용되기 어렵

기도 하지만, 바쁜 직장생활 속 여유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관심이 사라지

는 경향도 나타났다. 그러기에 직장 여성들은 주위 사람들의 패션을 관찰하

는 방법으로 본인과 가까운 곳에 패션준거집단을 설정하거나 정보원으로 이

용하고 있었다.

제가 실은 대학생 때까지는 있었거든요. 알렉사 청 같이. 근데 직장인이 되면서 없

어졌어요. 뭔가 슬프지만 바빠서.. 그냥 아예 관심이 없다고 해야 될까나.. 오히려 

주변에 옷 잘 입는 사람을 눈 여겨 보게 되더라구요. 

(김정윤, 27세, 대기업 C/사원)

TV를 볼 시간이 잘 없어서. 저는 오히려 주변사람들을 많이 관찰하는 거 같아요. 

뭐 입었나, 괜찮네, 이렇게.. 막 어떻게 믹스매치 했는지.. 이런 거.. 저는 그거는 잘 

못하겠고 연예인들을 따라 하기에는 뭔가 안 맞으니깐. 아 저렇게 입어도 괜찮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죠. 

(김민지, 27세, 대기업 B/사원)

직장 내 선호되는 패션스타일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그 스타일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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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 스타일과 거리가 멀 경우 준거집단이 존재하기 않기도 한다. 자신이 

선호하는 스타일과 직장 내 패션스타일을 확고하게 구분하는 이중생활의 사

례를 주로 보여주는 직장 여성은 선호하는 스타일을 착용할 기회가 적기에 

준거집단과 정보원을 활용하지 않았다. 

저는 옷 입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걸 많이 참고 안 해요. 화장은 참고를 많이 해

요. 겟잇뷰티. 진짜 많이 봐요. 그거 보면서 화장하고 머리하고 이런 거에 좀 많이. 

어떻게 보면 포기를 한거죠. 내가 어차피 그걸 못 입고 오니깐 월화수목금, 토일 

둘 중에 하루를 제가 회사를 나오거든요. 어차피 못 입으니깐.. 그러면 6일을 여기

에 맞춰야 되고 하루만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걸 뭐 하러 

봐요. 내가 입고 싶은 것을 못 입는데. 

(이다혜, 28세, 대기업 B/사원)

그러나 화장과 헤어스타일 같이 규범의 영향을 적게 받는 외적 요소로 

관심을 돌려, 준거집단을 두기 보다는 「겟잇뷰티」와 같은 정보성 뷰티 프

로그램 이용하여 자신의 스타일을 만드는 데 참조하고 있었다. CJ 채널에서

방영되는 「겟잇뷰티」는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뷰티 프로그램으로서 대

부분의 직장 여성들에게 인기 있는 정보원이었다. 

비슷한 나이대의 패션 준거집단을 선정한 것과 달리, 직장에서 미래의 나

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에서는 오랜 경력을 가진 직장 선배들이 롤 모델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응답자에게 존재하였다. 롤 모델은 주로 30대 중반에

서 40대 이상으로 관리자격의 직급을 가졌으며, 세련된 패션스타일과 함께 

잘 관리된 몸매를 가지고 있었다. 

저희 팀장님이 좀 롤 모델이에요. 여자분인데.. 한 40대? 아까 청바지도 입으신다

고 했던.. 평소에는 원피스를 많이 입으세요. 날씬하고.. 날씬해서 자기관리가 잘 되

어있어 보이는 거 같아요. 잘 어울리시고.. 아무래도 외적으로 잘 되어 있으니.. 더 

멋있기도 하고. 

(김민지, 27세, 대기업 B/사원)

강연주: 회사 내에는 한 분 계시는 거 같아요. 신○○ 차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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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연: 나도 그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니깐 저희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40대 정도 되셨어요. 근데 화려하지는 않은데, 하얀 셔츠에 검정 정장바지

를 입어도 전체적으로 헤어 스타일부터 화장까지 화려하지 않은데 충분히 되게 커

리어 우먼스럽고. 화려하지 않은데 자기만이 스타일이 있고, 멋스러움도 있고 그렇

다고 너무 편하게 입는 것도 아니고. 딱 봤을 때 되게 세련됐다는 느낌이 들거든

요. 나이 들면 나도 저렇게 입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강연주, 25세 & 나정연, 28세, 공기업/사원)

준거집단이 존재하던 하지 않던, 직장여성들에게 패션스타일의 정보를 얻

기 위한 인터넷 사용은 매우 자주 나타난다. 직장 여성들은 인터넷 검색뿐

만 아니라 블로그와 까페 같은 정보성커뮤니티에 가입하여 최근의 트렌드와 

직장 패션에 대해 참조한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이 단지 옷을 사기 위한 공

간뿐만 아니라 유행의 경향을 읽는 역할도 함께 하고 있었다. 

직장 여성들이 패션 정보를 공유하는 대상은 주로 직장 밖의 친구들과 

가족들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친구 혹은 학교 선후배, 형제 혹은 자매, 

직장 동료의 순으로 정보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정영주, 이선재72)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다음의 사례를 통해 직장 동료와 패션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원인을 알 수 있었다. 

교사와 대기업 B의 직장 여성 모두 직장 내에서 착용할 수 있는 스타일

이 제한적이기에 직장 내 동료와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 특히 치마길이에 

대한 규범으로 특정한 브랜드와 인터넷 쇼핑몰을 선호하기에 똑같은 아이템

을 구매하는 경우를 기피하고자 하였다. 

메신저 있어요. 어 근데 전혀 안해요. 왜냐면 정보를 나누면 안되요. 겹쳐요. 스타

일이 한정적이어서 겹쳐요. 실제로 학교에 옷 겹쳐입는 사람 되게 많아요. 똑같은

거 산사람. 백화점 브랜드도 한정적이고 그중에서 입을 수 있는게 한정적니깐 무조

건 새옷을 사면 입고 가야해요 학교에. 그래야 다른 사람이 안 입고 오니깐.

(김수경, 28세, 학교/교사)

72) 정영주, 이선재, “의복관여와 준거집단 영향력과의 상관연구: 성인남녀를 중심

으로,” 생활과학연구지 9 (1994):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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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게 웃긴게 그래서 인터넷 쇼핑하는 사이트가 거의 다 겹쳐요 그래서. 나인걸. 거

기가 길이감이 상대적으로 길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딱 자기가 산거에요. 근데 아직 

입고오진 않았어요. 근데 얘가 입었어. 아!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지금 저희 팀에

서. 제가 왜요 어디서 사시는데요 이러면 안돼 너한테까지 공유할 수 없어 이러면

서 모든 사람이 거기서 사게 된다고. 너는 그냥 너 스타일대로 입으라고.

(이다혜, 28세, 대기업 B/사원)

면접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된 직장 여성의 패션 준거집단, 정보원, 롤 모

델은 다음과 같다.<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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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패션준거집단 정보원
직장 내 패션 

롤 모델

1 김수경

<사진 6-1>

‘출생의 비밀’의 성유리

TV,

인터넷 

쇼핑몰,

백화점

30대 중반의 교사

- 세련된, 슬림한, 

코디를 잘하는, 

부지런한, 잘 고르는, 

보는 눈이 있는 

2 조유진

고준희, 아오이 유우,

미츠 하라키코

<사진 6-2>

‘500일의 썸머’의 

주이 디샤넬

드라마,

일본 & 유럽 

스트릿 패션 

사이트

40대 중반의 교사

- 예쁜, 어울리는, 자기 

스타일에 맞는, 마른, 

날씬한

3 김연아 없음
드라마,

인터넷 카페

40대의 팀장님

- 몸 관리가 잘 된, 딱 

갖춰 입는, 딱딱하지 

않은, 센스가 있는, 

화려한, 잘 어울리는, 

세련된

<표 14> 직장 여성의 패션 준거집단, 정보원, 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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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수연

<사진 6-3>

‘결혼의 여신’의 고나은

‘보스를 지켜라’의 

최강희

겟잇뷰티,

인터넷 검색 

& 쇼핑몰

없음

5 강연주 없음

인터넷 포털 

사이트 & 

블로그
40대 차장님

- 커리어 우먼, 

자기만의 스타일, 

멋스러움, 세련된, 

자연스러운, 

아줌마스럽지 않은, 

탄탄한

6 나정연

<사진 6-4>

‘못난이 주의보’의 

강소라

드라마,

인터넷 검색

7 진지희

<사진 6-5>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이보영

인터넷 까페 

& 블로그

직장 선배

- 깔끔한, 가끔은 

회사에 용인되지 

않을 것 같은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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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현지

<사진 6-6> 공효진

인터넷 

쇼핑몰,

백화점

직장 사수

- 자유로운, 가볍게 

입는, 너무 정장틱 

하지 않은

9 김민지 없음

인터넷,

패션회사에 

다니는 친구

직장 동료

팀장님

- 날씬, 자기관리, 

멋있는

10 이다혜 없음
겟잇뷰티, 

잡지

다른 계열사의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여직원

- 편한, 흠 잡을 데 

없는, 잘 소화하는

11 김정윤 없음
직장 동료,

잡지
없음

12 정소원 없음

직장 내 

제품디자이너

인터넷 검색

잡지

없음

＊모든 응답자들의 이름은 가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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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본 연구는 20·30대 직장 여성의 패션 문화를 직장 내 복식규범과의 관계

를 통해 고찰하였다. 패션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고 

경제력을 갖춰 중요한 소비주체로 부상한 직장 여성의 특성을 연구하고, 일

상에서 갖는 패션과 규범과의 갈등을 이해하고 조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변화하는 직장의 패션 문화와 젊은 직장 여

성의 특성에 주목하여 직장 내 복식규범과 패션스타일 표현의 의미있는 관

계를 고찰하고 밝힐 수 있었다.

국내의 직장 환경과 패션 문화 특히, 20·30대 직장 여성의 특성과 소비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동시에 질적 연구 방법인 

심층 면접법을 실시하였다. 심층 면접을 통해서는 직장 내 복식규범과 개성

추구 행동, 패션 준거집단과 소비문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학교, 국가기관, 

공기업, 대기업 3곳에 근무하고 직장 내 복식규범과 갈등을 겪고 있으며, 3

년 이내의 경력을 가지고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인 직장 여성 12명을 면

접 대상자로 선정하여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문헌 결과 국내 직장 환경은 여성의 경제활동의 증가와 지식정보화 사회

로의 이행으로 직장 내에 다양한 성향의 구성원들을 증가시켜 하위문화들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신문기사를 통해 직장 내 패션 문화를 고찰한 결과 직

원들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비즈니스 캐주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30대 직장 여성은 경제력과 외모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활

발한 패션 소비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개성을 통한 자기표현을 중시하는 특

성을 나타내었다. 

본 논문의 종합적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 내에는 법령, 사규, 공문에 의한 명문화된 복식규범과 구성원

의 제재의 경험에 의해 확인된 암시된 복식규범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 

직장 내 복식규범은 노출에 대한 규범, 시선을 끄는 옷차림에 대한 규범, 

캐주얼한 옷차림에 대한 규범으로 분류되었다. 이 중 노출에 대한 규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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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숙성과 관련되어 직장 내에서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는 규범이었다. 

둘째, 직장 여성에게 복식규범을 압박하는 요인은 크게 타인으로부터의 

압박과 자발적 압박 등 두 가지로 분류되어 나타났다. 먼저, 타인으로부터

의 압박은 직장 내 부서별 특성과 구성원 특성의 두 가지 종류의 압박이 

관찰되었다. 직장 여성들은 부서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정도를 가지고 규범

의 압박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구성원으로부터는 남성 상급자에 의해서는 

간접적으로, 여성 상급자에 의해 직접적으로 압박받고, 동료들에 의해서는 

상급자로 부터와 달리 적은 정도의 압박을 받고 있었다. 다음으로 복식규범

을 잘 인지하고 있는 직장 여성들은 스스로의 검열에 의한 압박을 자발적으

로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장 여성은 복식규범 속에서 개성을 추구하기 위한 다양한 갈등해

소 행동을 하고 있었다. 행동의 유형은 개의치 않음, 충돌 상황의 회피, 규

범과 개성의 절충, 두 개의 옷장과 이중생활, 합리화를 통한 순응으로 분류

되었다. 개의치 않음은 복식규범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이 선호하는 패션스

타일을 추구하는 것으로 개인의 의지와 소속 환경의 영향에 의해 나타났다. 

충돌 상황의 회피는 선호하는 패션스타일을 추구하나 복식규범에 대해 심리

적인 압박감을 가지고 충돌 상황을 피하는 것이다. 규범과 개성의 절충은 

직장 여성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난 행동으로 제재 받을 패션 아이템을 제거

하고, 디자인적인 요소를 활용하며, 개성추구의 빈도를 조절하고, 시간의 흐

름에 따라 개성을 표현하는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두 개의 옷장과 이중생활

은 직장 여성이 소유한 패션 아이템을 직장에서 착용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류하여 상황에 따른 이중적인 패션 생활을 통해 선호하는 패

션스타일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합리화를 통한 순

응은 다른 직장과의 비교를 통해 본인의 직장 패션에 대해 위안을 얻으며 

합리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개성을 추구하는 행동의 유형은 각각의 면

접 대상자들 안에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직장 내 패션스타일과 선호 스타

일과의 차이를 통해 갈등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넷째, 복식규범과 개성을 추구하는 행동은 패션 소비성향 · 준거집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직장 여성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직장에서 착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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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패션 아이템을 중점적으로 소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연차가 쌓이면서 목

적 지향적인 소비 형태는 약화되며, 이에 따라 패션에 대한 지출도 감소하

는 특성을 나타냈다. 구매 장소는 백화점, 인터넷 쇼핑몰이 가장 많이 나타

났으며, 영 캐주얼군과 SPA의 브랜드를 선호하였다. 

직장 여성의 패션 준거집단은 비슷한 나이대의 드라마 속 직장 여성 캐

릭터와 직장 내 구성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가 아닌 미래를 위한 직장 

내 롤 모델을 패션 준거집단으로 두고 있었다. 직장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

는 정보원은 직장 동료, 인터넷, 뷰티 프로그램 등이 있었으며, 그 중 인터

넷을 통해 가장 많은 정보를 얻고 있었다. 패션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대상

은 직장 외의 친구나 가족이 많았으며, 직장 내 착용 가능한 스타일이 한정

적이기에 동료들과는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특성을 보였다.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세운 가설과 관련하여 내린 연구의 결론은 다음

과 같다.

첫째, 현대 사회에서 직장 여성의 패션은 개성 추구에 대한 욕구가 강하

게 반영될 것이라는 가설은 부분적으로만 긍정적으로 검증되었다. 이전 세

대와 다르게 성장한 20·30대의 직장 여성들은 패션을 표현하는데 있어 개성

추구에 대한 욕구가 크지만 개인은 소속된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 자유로

울 수 없기에 직장 내 복식규범의 영향을 무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고찰되었

다. 또한 직장 패션은 복식규범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성향, 직장 환경의 차

이에 의해 복잡하고 다양한 맥락과 연결되어 있었다. 

둘째, 직장 내에는 명문화된 복식규범 외에도 암시된 복식규범이 존재한

다는 가설은 긍정적으로 검증되었다. 모든 직장에는 명문화된 복식규범이 

존재하였으며, 암시된 복식규범이 직장여성들에게 직장 패션에 대한 구체적

인 지침이 되고 있었다. 

직장은 구성원들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고 때로는 규정을 통해 구

성원의 자율성을 존중해주지만, 직장 내의 수많은 구성원들에 의해 수용되

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패션스타일을 관리하고 규제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법령이나 사규 등을 통해 직장에서 제시한 최소한의 규범은 직장 

내 하위집단의 구성원에 의해 해석되고 구체화되어 암시된 복식규범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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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직장 여성들은 직장 내 복식규범의 암시와 경계를 

축적된 경험에 의해 인지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패션스타일을 표현하고 있

었다.

셋째, 개성추구의 욕구와 복식규범은 서로 갈등을 일으켜 직장 여성의 패

션 아이템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부분적으로만 긍정적으로 검증되

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개인화된 직장 여성에게 복식규범은 권

고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고 규범의 압박은 무시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시

에 이는 타인의 시선을 강하게 의식하고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하는 성향을 

가진 직장 여성에게는 직장 내 복식규범이 강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직장 여성들은 소속된 직장과 부서, 그리고 개인의 성향에 따라 

복식규범과 개성추구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일으키지 않기도 하

였다. 

넷째, 직장 여성은 갈등 내에서 개성을 추구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을 보

일 것이라는 가설은 긍정적으로 검증되었다. 20·30대 직장 여성들은 복식규

범에 의해 일어나는 패션스타일의 변화를 인지하고 기존의 복식규범을 그대

로 받아들이기보다 개성추구 행동을 통해 타협하고 저항하며 자신들만의 패

션스타일을 표현하고 있었다. 엄격한 복식규범 속에서 패션 아이템을 통한 

개성추구는 미묘하게 코드화되어 자기만족을 위해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한 개인에게 대립적으로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개성추구와 순응의 경향

은 동시에 나타나고 있었으며, 복식규범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패션 

행동이 나타나고 있었다. 직장 여성의 개성추구 행동은 직장 내 복식규범의 

영역을 새롭게 구분지어, 20·30대 직장 여성만의 패션 문화를 재생산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직장 패션 내에서 개성추구 행동은 패션 소비성향과 밀접한 관련

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긍정되었다. 직장 여성들은 대부분의 소비력을 패

션을 위해 투자하고 있었지만 과시적인 소비보다는 직장 내에서 적절한 외

적인 이미지를 구현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직장 여성들은 다양

한 패션 아이템의 소비 경로와 브랜드에도 불구하고 직장 패션을 위한 제한

적인 소비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개인의 선호 스타일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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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한 선택적이며 합리적인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본 연구는 개인이 다양한 자아를 가지고 상황에 따라 패션스타일을 표현

하는데 있어 복합적인 행동양상을 하고 있으며, 집단 내의 패션스타일은 다

양한 사회·문화적 맥락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

다. 더불어 표현하기 어려운 암시적인 이해와 미적인 느낌을 포함하는 복식

규범을 식별하고 확인하여 그 의미를 맥락에 따라 해석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20·30대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복식규범 하에 재생산된 그들의 

패션문화를 실증적으로 문서화하여, 깊이 있게 이해하려했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그리고 직장 여성의 개성추구 행동과 소비문화를 통해, 직장 여성

을 위한 패션스타일을 기획하고 디자인 하는데 도움을 주리라 기대한다. 그

러나 특정 직장의 여성 12명만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기에 연구

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직장 내 복식규범과 문화를 다

각적이고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직장 내 20·30대 여성들과 차이를 갖는 

하위집단들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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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조사 양식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태은 입니다.

본 설문지는 석사학위 논문의 바탕이 될 기초 연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직장 내 

패션 관련 규범과 스타일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 설문조사에는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의 

여성 직장인 약 130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설문조사는 총 22문항으로 소요시간은 5분 내외 입니다.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으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규범과 패션 

스타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

을 자유가 있으며,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개인 정보의 비밀이 보장될 것이며, 학술적 연구 이외의 용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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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 가운데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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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나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

유행을 따르는 것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것

실용적이고 편안한 것

단정하고 정숙한 것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끄는 것 (예: 명품, 유명브랜드)

본 연구에서 '패션'이란 의복뿐만 아니라 신발, 가방, 액세서리, 헤어, 메이크업, 네일 등 외

모와 관련된 모든 아이템을 포함합니다. 

다음은 패션에 대한 관심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1-1. 나는 나의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2. 나는 패션을 나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한다.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3. 나는 패션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4. 나는 다른 사람들의 패션에 민감하다.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5.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의 직장 내 패션에 대해 코멘트나 칭찬을 받는 것을 즐긴

다.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6. 직장 내 패션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을 순위대로 적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1순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점: 6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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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패션과 관련된 규범에 관한 질문입니다. 

2-1. 나의 직장에는 패션과 관련된 명문화된 규범이 있다. 

(예: 사내 복무규정에 '모든 직원은 비즈니스 캐주얼을 착용해야 한다'라고 명시)

 ① 예                      ② 아니오 

2-2. 명문화된 규범 외에도 패션에 대한 암묵적인 규제나 제약을 느낀다.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3. 나는 직장에서 패션에 대해 제약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3. 나는 직장 내 패션과 관련된 규범으로 인해 아침마다 옷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느낀

다.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다음은 패션과 관련된 소비에 관한 질문 입니다.

3-1. 패션 관련 아이템을 구매하는데 월 평균 얼마를 지출하십니까? 

 ① 10만원 미만                   ②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③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④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 

 ⑤ 4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⑥ 50만원 이상~60만원 미만 

 ⑦ 60만원 이상~70만원 미만       ⑧ 70만원 이상~80만원 미만 

 ⑨ 80만원 이상~90만원 미만       ⑩ 9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⑪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⑫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⑬ 200만원 이상 

3-2. 주로 구매하는 패션 관련 아이템을 선택해 주십시오. (3개 이하 선택 가능) 

 ① 원피스        ② 투피스 정장         ③ 재킷        ④ 스커트        ⑤ 팬츠 

 ⑥ 블라우스 및 티셔츠      ⑦ 조끼       ⑧ 가방       ⑨ 구두

 ⑩ 소품(벨트, 지갑, 스카프 등)           ⑪ 액세서리(귀걸이, 목걸이 등) 

 ⑫ 화장품                              ⑬ 기타(헤어, 네일 등) 

3-3. 일반적인 패션 관련 아이템의 구입 빈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한달에 1번         ② 한달에 2번 이상            ③ 1년에 2~3회 

 ④ 1년에 3~4회       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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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패션 관련 아이템을 주로 구매하는 장소를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 선택 가능) 

 ① 백화점             ② 직매장, 대리점           ③ 할인판매점 (예: 마트, 아울렛) 

 ④ 도매시장 (예: 남대문, 동대문 시장)     ⑤ 일반 의류 소매점        ⑥ 인터넷 쇼핑몰 

 ⑦ 기타:                          

3-5. 주로 어떠한 이유로 패션관련 아이템을 구입하십니까? 

 ① 직장생활에 늘 필요하므로                       ② 직장 업무상 특별한 이유로 

 ③ 특별한 개인적 모임을 위해                      ④ 가격이 싸서 

 ⑤ 계획하진 않았지만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해서     ⑥ 예전 옷에 싫증이 나서 

 ⑦ 유행에 맞추기 위해서                           ⑧ 옷이 커지거나 작아져서 

 ⑨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                          ⑩ 기타:                      

다음은 개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4-1. 귀하의 나이를 적어 주십시오. (한국나이)                           세

 

4-2. 귀하의 최종학력을 선택해 주십시오.

 ① 고등학교 졸업          ② 전문대학 졸업       ③ 대학교 졸업 

 ④ 석사학위 소지          ⑤ 박사학위 소지       ⑥ 기타:                         

4-3. 귀하의 결혼여부를 선택해 주십시오.

 ① 미혼          ② 기혼          ③ 기타:                        

4-4. 귀하의 직장을 선택해 주십시오. 

 ① 국가기관         ② 공기업 (공사)         ③ 학교 및 교육기관 

 ④ 대기업           ⑤ 중소기업             ⑥ 벤처기업              ⑦ 외국계기업 

 ⑧ 전문직기업       ⑨ 자영업               ⑩ 기타:                          

4-5. 귀하의 직책을 적어주십시오.                                

 

4-6.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귀하의 근무기간을 선택해 주십시오.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2년 미만    ③ 2년 이상~3년 미만   ④ 3년 이상~4년 미만 

 ⑤ 4년 이상~5년 미만        ⑥ 6년 이상~7년 미만             ⑦ 7년 이상~8년 미만 

 ⑧ 8년 이상~9년 미만        ⑨ 9년 이상~10년 미만            ⑩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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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귀하의 월 평균 수입을 선택해 주십시오.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⑦ 6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⑧ 700만뭔 이상~800만원 미만         ⑨ 800만원 이상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1mAarhUFVMESWEq1PwOy4-R5NF_W1U_g6H

-d7D-mzDX8/view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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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lothing Norms & 

Fashion Style Expressions 

of 20·30s women in workplace

Kim Tae Eun

Dept. of Clothing & Textil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2000s, young women in their 20·30s have shown a strong 

tendency to pursue creative and free individual character, becoming a 

subject of consumption based on increased purchasing power as a new 

society member who were employed recently. Many modern enterprises 

respect members' diversity and character and have a flexible restriction 

on work clothes, however, it's the situation that there is a still rigid 

fashion culture by the existing workers. 

This study examined a fashion culture of 20·30s working women 

through relationship with clothing norms in workplace. For working 

women in their 20·30s who are accustomed to expressing their 

character through fashion as the important consumption subject with 

economic power, it showed that researching their characteristics, 

understanding and illuminating daily conflict between fashion and n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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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a part of the very significant tasks. In addition, taking notice of a 

changing fashion culture of workplace and young working women's 

characteristics, this study inspected a meaningful relation between 

clothing norms in workplace and fashion style expressions. 

 In order to understand domestic working environment and fashion 

culture, particularly characteristics of lifestyle and consumer culture of 

20·30s working women, literature research was conducted at the same 

time with the qualitative research, depth interview. Through the 

in-depth interview, clothing norms in workplace, personality-pursuit 

behaviors, fashion reference group and propensity to consume were 

analyzed. Also in-depth interview was done for 12 working women in 

their mid 20s~early 30s who are working at the school, national 

organization, public enterprise, 3 large corporations and having conflict 

with clothing norms in the workplace with career within 3 years. 

The research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it showed that the increased number of members having 

various inclinations caused many subcultures through increase of 

women's economic activities and transition to the 

knowledge-information society in the domestic work places, changing 

into the business casual recognizing employees' autonomy and diversity. 

20·30s  working women are participating in active fashion consumption 

activities based on economic power and appearance interest, showing 

the characteristic making much of self-expression through the fashion 

character. 

Secondly, at the workplace, clothing norms coexist, one stipulated by 

statutes, company rules, official documents and the other implied by 

experiences of sanction against members. clothing norms in the 

workplace are classified into the norms of exposure, clothes drawing 

attention and casual clothes, 

Thirdly, it showed that factors pressuring on clothing norms are 

classified into two things, pressures by others and by spontane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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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censorship, causing conflict and confusion with working women's 

fashion according to the degree of pressure. Especially, 2 kinds of 

pressures by others, or characteristics of departments and members were 

observed. 

 Fourthly, it showed that working women are conducting diverse 

kinds of behaviors removing conflict to pursue their character within 

clothing norms. Such behavior types may be divided into indifference, 

avoidance of a conflicting situation, compromise of norm and character, 

dual closets and double life and adaptation by rationalization. 

Character-pursuit behavior types varied from each interviewee with 

different conflict degrees in terms of difference between workplace 

fashion style and preferred style. 

Fifthly, clothing norms and character-pursuit behaviors have a close 

relation with a propensity to consume fashion and a reference group. 

Working women showed a characteristic participating in fashion 

consumption behaviors with a sense of purpose but reducing fashion 

expenses with the weakened consciousness as time passed. The most 

frequent purchasing places were department stores and Internet shopping 

malls. Working women preferred young casual groups and SPA brands 

and had a fashion reference group of a career woman character in 

dramas or a member of the workplace in addition to a role model of 

the future job. As for paths for working women to get fashion 

information, there were coworkers, Internet, beauty programs and so 

forth. Also they shared fashion information mainly with friends outside 

the job or family members. 

This study showed that 20·30s working women have strong needs for 

pursuing their personality in expressing fashion, however, unable to be 

freed from social · cultural contexts, can't ignore effects of clothing 

norms in the workplace. Furthermore, workplace fashion has a 

connection with complex and various contexts caused by difference in 

the personal tendency and job environment in addition to cl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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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s. According to the pressure degree of their workplace and 

department, individual inclination on clothing norms, working women 

are sometimes suffering conflict between clothing norms and 

character-pursuit.  

This study also showed that clothing norms in the workplace have a 

difficulty in managing and controlling various fashion styles of the 

modern society. 20·30s working women recognize a suggestion and a 

boundary of clothing norms in the workplace by their accumulated 

experiences, and express their own fashion style while compromising or 

resisting to the existing norms through character-pursuit behaviors 

rather than accepting them unconditionally. It revealed that their 

character-pursuit behaviors are dividing areas of clothing norms in 

workplace newly and reproducing the fashion culture of 20·30s working 

women own. 

This study confirmed that a variety of individuals show multiple 

behavioral aspects in expressing the fashion style according to the 

situation and fashion styles within a group are connected to the various 

social · cultural contexts. Also it identified clothing norms containing 

implied understanding and micro feeling uneasy to be expressed, and 

interpreted their meaning in terms of the context.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documented empirically and 

attempted at in-depth understanding of 20·30s working women's 

fashion culture reproduced under clothing norms. Also, it's expected to 

be helpful for planning and designing working women's fashion style 

through their character-pursuit behavior and consumer culture. 

However, 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for only 12 females at certain 

work places, so it has a limitation to generalize research findings. 

keywords : Clothing norm, 20·30s working women, Workplace fashion 

culture, Normative conflict, character-pursuit, Fashion style

Student Number : 2011-2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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